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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사회 이슈 탐구

주 제 명
학번

역할

10326

이유민

편집장 : 총괄(계획, 진행, 마무리)

10333

한사랑

기자 : 기사내용 정리 및 편집

10312

이지우

기자 : 기사내용 정리 및 편집

10330

정예슬

디자인 : 전체적인 디자인 및 삽화 구성

이

최승호 선생님

팀구성

지도교사

이름

름

1. 탐구주제 :

교육관련 사회 이슈 탐구

2. 탐구기간 :

2020년 07월 01일 ~ 2020년 10월 25일

3. 탐구과정1)

교육관련 사회 이슈 탐색 및 선정 ①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② 온라인 클래스
③ 자유학기제 ④ 고교학점제

2) 선택한 사회 이슈에 관한 자료 수집
3) 교육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하기
4) 학생들의 사회 이슈에 관한 생각 설문하기 및 결론 도출

4. 탐구내용

1)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① 취지 – 교과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없애 학생들의
부담을 덜게 함
② 효과 - 스스로 실적 키울 수 있음, 자기 주도 학습 하게 함,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가능함, 학생의
역량을 평가 가능

2) 자유학기제
① 취지 - 많은 참여형 수업과 체험 활동으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장려
② 장점 –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이 적성 찾는데 도움 줌
③ 단점 – 시험에 대한 준비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 됨

3) 고교학점제
① 취지 -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② 필요성 -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함,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함

4) 온라인 클래스
① 취지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줄이기 위해 한국 교육 방송공사에서 제공함
② 문제점 – 서버오류, 부정 이수, 집중이 안 됨, 성적이 낮아짐,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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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구결과
① 토의 결과 – 폐지는
;
옳다 지인의 도움, 사교육이 필수가 되는 일이 초래되어 수업시간 이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
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건 정당하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임
② 과제형 수행평가를 아느냐는 설문조사에 과반 수 이상이 ‘아니오’라고 답변함 이는 자신이 겪는 교육문제 임에
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주변 교육 이슈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 됨

2) 고교학점제
① 토의 결과 – 본인 흥미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생 맞
춤형 수업이 가능하며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어 학생 간 따돌림, 폭력 등의 문제도 크게 줄어들 것임
②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용할 의향은 있지만 사용해보지 못한 학생이 과반수였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온라인 클래스
① 토의 결과 - 대면 수업보다는 집중도가 떨어짐. 그래서 보다 나은 질서 창출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선 교육과

정의 재구성, 교원 역할 분담,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 특성을 고려한 수업방식 연구 등을 고민해야 함.
② 온라인 클래스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설문조사에 과반수 이상이 나쁘지 않다고
하였으며 좋다고 한 학생이 36%를 차지함.

4) 자유 학년제
① 토의 결과 – 단점을 보완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업 개설, 면학 분위기 조성으로 실시하게 되면 꿈, 자기이해
에 초점을 맞춰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첫 걸음으로 모두가 함께 해주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임
② 자유학년제를 사용해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과반 수 이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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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느낀 점
10326 이지우 : 팀원들과 같이 교육 이슈를 탐구해보며 협동심을 기르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교육분야
에 대한 지식이 쌓인 것 같아 좋은 시간이었다. 이 기회에 나의 진로에 대해 한층 더 다가간 것 같고 즐
거운 시간이었다.
10326 이유민 :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적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봄으로써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팀원뿐만이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의 생
각 나눔으로 교육적인 견해가 넓어지고 나만의 교육관이 정립된 것 같다. 비록 팀원 모두가 처음 하는 프로젝트라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다들 성실히 자신의 몫을 해내어 무사히 끝낼 수 있어 뿌듯하다.

10330 정예슬 : 앞으로 생길 교육 제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교육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팀원들
의 생각을 들으면서 내 교육 가치관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처음 주제를 정할 때 아직은 어색했고 낯 간지러운
사이였지만 생각을 나누면서 말이 트게 되면서 팀원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교육에 관해 알아본 것도 뿌듯했
지만 내또래의 생각들은 어떤지 알게 되어 더 좋은 시간이었다

10333 한사랑 :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육이슈에 대해 알게되었고 이를 알게 됨으로써 교사라는 꿈에 더 가까워 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6. 참고문헌
https://m.blog.naver.com/moeblog/221799957993
https://news.joins.com/article/2366799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5&lev=0&statusYN=W&s=moe&m=02040
1&opType=N&boardSeq=78590
https://www.hscredit.kr/common/greeting.do
https://www.kyeonginedu.com/mobile/article.html?no=23985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deartist&logNo=221164528848&proxyReferer=h
ttps:%2F%2Fwww.google.com%2F
https://if-blog.tistory.com/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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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명

팀구성

학번
10327
10420
10427
10429
10233

지도교사

이 름

이하늘
김시현
양아영
이지애
하주희

이름

문영연 선생님

역할
장마 피해사례 조사
페이스북 설문조사
인스타그램, 대면 설문조사
장마 원인 조사
페이스북 설문조사

1. 탐구주제 :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장마에 대하여
2. 탐구기간 : 8월15~30일
3. 탐구과정
1) 인터넷 조사를 통해 장마의 원인과 장마가 오랜시간 지속되는 이유를 찾는다.
2) 우리나라에 나타난 장마 현황을 알아본다
3) 장마의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sns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4) 유튜브를 통해 장마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알아본다.
5) 조원간의 토의를 통해 장마의 예방법을 알아본다.

4. 탐구내용
1) 장마

6월 하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정체전선 사례는 중국과 일본의 Meiyu, Baiu와 연관되어 매년 발생
하는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는 정체전선 상에서 오랜기간 동안 비가 지속되기 때문에 특별히 장
마 시기라 부르고 한 달 정도의 강수의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 하지만 장마 시기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는데 주로 8월 하순부터 9월 초에 발생 하며 6월의 장마 시기와 다르게 매
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규칙성이 없다.

1)-1 장마가 길어진 원인
우리나라 주변에 찬공기가 정체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 확장이 지연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올해
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북극 이상고온으로 해빙이 빠르게 녹아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했고, 그중 일부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동해 장기간 정 체 했기 때문에 장마가 길어진 것이다. 요
즘 특히 길어진 이유는 수증기의 유입이 증가했 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장마
한국의 장마철 장마 전선의 평균적인 위치가 남부지역에서 중부 지역으로 북상하였고, 장마 기간은 짧아
지고 있다. 따라서 남부지역과 제주지역은 장마 기간 동안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감소하였고 중부 지역은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증가하였다. 전형적인 장마 전선은 선형의 긴 구름대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강수가
내렸으나, 최근의 장마 전선은 비선형적으로 국지적인 지면 가열로 대류 불안정에 의한 대류운이 단기간
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지역에 비선형적인 장마 전선이 위치하는 동안에 오후의 2차
극값치 강수가 평년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 었다. 한국의 장마 기간에 형성되고 발달하는 장
마 전선은 열대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북상하게 된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열대 몬순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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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대적으로 더 건조하지만 오호츠크해 기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습윤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 경
계는 우리나라 상당온위 값이 335∼345 K 인 곳에 위치한다.

198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마 기간을 시계열로 나타낸 것으로, 매년 장마 기간이 큰 폭의 장주기 변동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마 기간은 2013년 이후에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마 기간 중 강수량은 남부지역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각각 평년 강수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 러나, 중부지역에
서는 장마 기간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마 기 간 중 강수량이 최근에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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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여름철 강수량은 동고서저 형태의 복잡한 지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호우의 빈도가 많은 차이를 나
타낸다.

2) 장마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
ㄱ: 2020년 8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해있는 쌀 농가가 장마로 인한 홍수로 쌀들 이 물에 휩쓸
려 뽑혀져 나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역 농민은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고랑을 파 놓았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만만치 않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ㄴ: 장마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처의 환경변화 혹은 위생환경에 취약해져 병원
균, 모기, 파리,쥐 등 감염 매체에 의한 감염병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여름인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세균의 번식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식중독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이 나타난다.

3) 조원들끼리 장마의 원인중 하나인 지구온난화의 관점에서의 이상기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의를 해보았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연의 훼손과 개발을 막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빈도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가까운 거리를 갈때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을 사용하거나 걷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적 차원으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
에 한해서 이 물질들을 친환경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벌금을 무는 등의 강력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혹은 환경을 보존한 사람들,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v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혜택을
있는 재도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차원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간의
협약을 맺어 지키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습지를 보호하는 람사르 협약 , 해양에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을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런던 협약이 있다. 탄소배출권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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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19사태로 학
교를 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날수 없는 관계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하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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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10327 아하늘: 창의키움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제일 먼저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
았는데 나는 창의키움을 하기 전에 그저 나 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생각
을 어쩌면 모든 국민, 아니 더 나아가서 전세계 모든 사람이 이 생각을 할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나 하나 쯤이야 마인드가 아닌 나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바뀐다라는 마인드로 바꾸어야겠다.
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세라고 하는데 이 인류세의 종말 인간에 달려있다고 한다. 즉
우리 인간이 지구를 위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한다면 인간 멸종을 늦출 수 있고 그 반대로 친환경 생활
은 멀리한다면 인간멸종은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구를 지켜내야한
다. 그래서 나도 지구를 위해 미래의 내 후손들을 위해 오늘부터 집에서 안 쓰는 전기코드 뽑기 양치
할 때 양치컵 사용하기 높은 건물 계단 이용하기 등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실천해
야겠다. 이 작은 실천이 점점 큰 실천으로 나아갈 것임을 장담한다. 마지막으로 모두 나 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나 하나 쯤이 1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000명이 모이면
더 이상 나 하나쯤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걸 보거나 듣는 당신 먼저 실천해줬으면 좋겠다.
10420 김시현: 창의키움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내손으로 무언가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쓸 수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힘들게 자료를 종합하고 통계를 낸 것이 하나의 연구라고 생각하니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았다. 창의키움을 통해 장마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게 되었고 더욱 깊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장마 기간과 지역별 추이도 알아봤다. 어느 기간에 장마가 시작되고 끝나는것과 어느지역에
더 비가 많이 오는 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기후에 대한 상식이 늘어난 느낌이라 공부의 한 차원이
라고 생각이 되었다. 처음 이 주제를 창의키움 주제로 삼은 까닭이 통합사회 시간에 열대기후, 건조기
후 등을 배우면서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이었다. 앞으로도 굳이 창의키움이 프로
젝트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다가 더 궁금한게 있거나 깊게 더 알아보고 싶은게 생기면 이런식으로 학
업을 증진해야겠다.
10427 양아영: 이번 창의키움을 하면서 처음엔 이름도 주제도 예산도 다 엉망진창에 다 새롭게 바꿔
서 이번 창의키움은 좀 많이 고난하고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 했지만 친구들과 더 돈독해져서 좋았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조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sns에서 여
러 사람들의 의견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또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지구 온난화가 생각 보
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심각성이 가면 갈 수록 더 심각해 진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
번 활동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알게 되었고 해결 방안과 심각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
10429 이지애: 창의키움을 해보면서 장마의 원인인 지구온난화에 대해 한번 더 알아볼 수 있었다 피
해사례를 찾아보면서 남일 같았던 일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다
태풍으로 받은 피해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피해를 받있던 것 같다 평균온도가 높아지거나 빙하가 녹아
서 북극곰들이 집을 잃고 하는 이런 자연 재해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지구온난화가 원인이
라고 생각된다 SNS에서 인간은 30분을 편히 있기 위해서 30년을 망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나 하
나로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며 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와 전기 아끼기 등등 작은일 부터 실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내 주변사람들에게도 지구온난화가 더 심
해지지 않게 하도록 작은실천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할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큰일이 아닌 작은
일이지만 지구온난화가 악화되지않았으면 좋겠다 평소에 장마에 대해서는 여름에 잠깐 오는 비라고만
생각했는데 더 알게 되어서 좋았다. 내년에 장마가 오면 반가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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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3 하주희: 창의키움을 하면서 느낀점은 장마를 포함한 기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
각한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에 대해 대충 들어보기만 했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내
가 알고 있는거보다 더 심각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현재도 여러가지 심각한 피해들이 많은데 이게
몇 년 더 시간이 지나다보면 더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인간이 살아가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꺠달았
다. 이번에 우리가 직접 학생들에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했
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것 같다.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북극곰 같은 극 지방에 사는 동물들도

피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도 많

은 피해를 받는다고 한다. 더 큰 피해를 받기 전에 얼른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 아끼기,
전기 아끼기 등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것 들을 지킨다면 분명히 지구온난화는 점점 좋아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정명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석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대학원
도현석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학위논문(석사)--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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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020학년도학습 보고서
창의
키움
프로젝트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주 제 명

일생생활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이유와 발전의 원리에 대한 고찰
학번
10803
10805
10807
10812

김동우
김민재
김환휘
이동규

이 름

유경환

팀구성

지도교사

이름

역할
발표
영상 편집
실험 진행
자료 조사, 보고서 정리

1. 탐구주제 : 발전의 원리와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이유
블랙아웃이란 모든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수도는 물 사용량이 허용 범위를 넘어가도 수
압이 낮아지지만 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전력은 사용량이 특정한 양을 넘어가게 되면, 모든 전력공
급 시스템이 정지된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되는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탐구기간 : 6/20 ~ 10/30
탐구 시기

활동 내용

6월

탐구 주제 정하기

7월~8월

탐구 이론 조사 및 탐구 방법 조사

9월

실험 계획, 실험 수행 및 결과 정리

10월

블랙아웃에 대한 결론 정리

3. 탐구이론
1) 블랙아웃을 설명할 때 필요한 이론을 정리한다.
① 전자기 유도란?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가 발견한 현상으로 코일 주위에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
기를 변화시키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아래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많이 나타내어지
는데, 여기서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자석을 움직이는 속도, 즉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는 속도가 빠를
수록, 코일이 감겨있는 횟수가 많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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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렌츠의 법칙에 의해 자석을 코일에 넣을 때나, 뺄 때 자석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기는 자기장을 방
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② 전자기 유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렌츠의 법칙
감겨있는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빼는 등의 자석의 움직임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는
자석으로 인해 생기는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간단히 한
상황에서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 한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면 공기저항
이 없는 환경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공이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지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결국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방금 보았던 예시처럼, 코일에 자석을 넣거나 빼는 상황에서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여야한다. 만
약, 자석을 코일에 넣을 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같다면, 자석
이 코일을 통과할 때 혼자 가속이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코일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가 생겨 에너지의 총량이 증가하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게 된다.
즉, 자석을 코일에 넣거나 빼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 전기 에너지가 생기게 되므로 에너지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자석으로 인해 생기는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

③ 발전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발전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을까?
발전소 대부분은 특정 에너지를 활용하여 터빈을 돌린다. 이 에너지가 물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운동 에
너지라면 수력 발전이 되는 것이고,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물을 끓여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만들어 수증기
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라면 화력 발전이 되는 것이다. 결국, 발전소 대부분은 어떠한 에
너지를 활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터빈이 발전기를 작동시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
너지로 바꾸는 구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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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수차에 의한 물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수력 발전소의 구조, 화석 연료등을 태
워 물을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만든 후 터빈을 돌리는 화력 발전소의 구조이다.)
④ 발전기의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
아래의 구조처럼 대부분의 발전소는 결국 터빈을 돌려 발전기를 동작시키는 구조이다.

터빈은 발전기와 연결 되어있고, 터빈이 회전함으로써 아래 그림처럼 배치되어 있는 코일이 회전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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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선,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코일이 회전하면서 0°~90°까지는 자기장이 통과
하는 코일 면의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90°~180°까지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 면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
게 된다.
즉, 터빈이 회전하여 코일 면을 회전시키면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 면의 면적을 계속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그로인해 코일 안에 자석을 넣고 빼서 코일 내의 자기장이 변할 때처럼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2)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일이 생길까?
① 블랙아웃은 왜 발생할까?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기의 과도한 사용 때문이다. 과도한 전력의 사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발전소의 작동 정지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론 우리가 사용한 전
력량이 발전소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전기보다 많은 양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력 소비
량이 많아져서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힘의 크기가 많아진 전력 소비를 위해 필요한 힘의 크기보다
작다는 뜻이다. 결국, 발전소는 발전기를 돌리지 못하게 되고 작동이 정지되게 된다.
② 하나의 발전소가 작동을 중지하면 왜 넓은 지역에서 대정전이 발생할까?
하나의 발전소가 가해진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작동을 멈춘다면 그 발전소와 같이 병렬 구조로 묶여있
던 발전소들이 중지된 발전소의 부하까지 부담하게 된다. 결국, 나머지 발전소들도 더 많은 부하를 받게
되고 작동을 멈추게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발전소의 작동 정지로 인해 그 발전소와 같이 묶여있던 발
전소까지 작동을 멈추어 블랙아웃의 원인이 되었던 지역에서부터 나머지 발전소가 전기를 공급하던 지역
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못해 블랙아웃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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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2년 만에 다시 블랙아웃이 된 맨해튼의 모습)

4. 탐구방법
1) 전력량에 따른 발전기의 부하의 변화에 대한 실험
① 실험의 결과를 예측해본다.
전구의 개수는 곧 저항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 구조에선 전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전구의 계수가
늘어날 때마다 병렬로 연결된 저항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병렬 구조일 때 저항의 개수가 늘
어나면 합성저항이 낮아지니 전구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저항이 낮아질 것이고, 저항이 낮아지니 전류
가 세게 흐를 것이다. 그러므로 유도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 발전기를 돌리는 데 드는
힘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② 전구를 하나만 연결한 후 직접 발전기를 돌려본다.
③ 전구의 개수를 하나씩 늘린 후 직접 발전기를 돌려본다.

전구를 1개 연결한 경우

전구를 2개 연결한 경우

전구를 3개 연결한 경우

④ 전구 개수의 변화가 발전기를 돌릴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전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발전기를 돌리는 데 드는 힘이 증가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전력의 사용량과
발전기에 가해지는 부하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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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랙 아웃 모의 실험
① 발전소와 가구를 표현하기 위해 발전기와 전구를 사용한다.
② 발전기와 전구를 병렬로 연결한 모습을 설계한다.

(전구와 발전기의 연결 구조를 간단히 그린 설계도)

이때, 전구를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는 병렬과 직렬의 특징에서 나온다. 만약 각 가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가구마다 전압을 나누어 받게 되고, 가구가 많아질수록 한 가구가 받게 되는 전압의 크기가 작아
지게 되지만, 병렬로 연결하면 가구가 많아져도 각 가구가 받는 전압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병
렬로 연결된 것이다. 또한, 발전기를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만약 발전기를 직렬로 연결하게
된다면, 발전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압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시설이나 회로에 부
담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병렬로 연결해야 한다.
③ 위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발전기와 전구를 사용해 발전소 – 가구 모형을 구현한다.

21

2020학년도 키움크로젝트 보고서 모음집

[전력망을 재현하는 모의 실험]
2-1) 모형화한 발전기와 전구에서 전구의 개수, 작동하는 발전기의 수를 바꿔가며 블랙아웃 현상을 유도한다.
① 전구를 하나만 연결한 채로 발전기를 돌린다.

② 연결되어 있지 않던 전구 하나를 추가로 연결하여 연결된 전구의 개수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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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결되어 있지 않던 전구 하나를 추가로 연결하여 연결된 전구의 개수를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린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구의 개수를 늘려, 실제 상황에서의 전기 사용량 증가를 모형에서 구현한다.
④ 작동 중인 발전기 중 하나의 작동을 멈추어 작동하는 발전기의 개수를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인다.

⑤ 작동 중인 발전기 중 하나의 작동을 멈추어 작동하는 발전기의 개수를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인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하를 견디지 못한 발전기가 작동을 중지하고, 중지된 발전기의 부하를 부담하게
된 다른 발전기 또한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작동을 멈추는 상황을 구현한다.
2-2)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고 블랙아웃의 원인을 생각해본다.
① 전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발전기를 돌리는 데 드는 힘이 증가하였다.
② 발전기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발전기를 돌리는 데 드는 힘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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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토대로 블랙아웃의 원인을 생각해보았을 때, 사용하는 전력량이 많아질수록 발전기에 부하가
가해지고, 부하를 견디지 못한 발전기가 작동을 멈추면 다른 발전기가 부담하는 부하의 양이 늘어나 연쇄
적으로 발전기가 작동을 멈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연쇄적 발전기의 작동 정지를 원인으로 전력의 공급이 끊기고, 이로 인하여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다.

5. 탐구결과
1) 실제 발전소와 발전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발전소와 가구를 재현한 모형에서 블랙아웃을 시뮬레이션함
으로써 과도한 전기의 사용이 발전기의 작동을 방해하고, 작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병렬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여,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인한 하나의 발전소의 작동 중지로 인해 다른 발
전소가 부담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정전이 대규모로 퍼져 다른 지역까지 정전이 되는 이유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
3) 실제로 블랙아웃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어떻게 전력망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다른 관리 방안
들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할 수 있었다.
① 그리드란?
에너지 산업에서 그리드라는 용어의 뜻은 전기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것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

는 구조, 즉 전력망을 의미한다.

② 우리나라에선 블랙아웃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 관리 방안을 채택하고 있을까?
한국전력공사에선 스마트 그리드라는 전력망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서 기존의 단방향의 전기 공급 구조와는 달리 소비자의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증
대시키는 구조이다. 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면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같은 정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전력량을 넘어 블랙아웃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전력을 차단할 수 있어, 블랙아웃에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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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주제: 일상 속에서 우리를 가꿔주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적 성분
2. 탐구기간: 7/3 ~ 10/29
3. 탐구과정
- 연구 진행계획
① 토스트 수분크림 보습력 실험: 식빵에 수분크림을 바른 후 토스트기에 고온으로 구워내어 모양
과 형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를 관찰
② 산 염기 실험: 여러 미용제품들에 지시약을 떨어뜨려 제품의 산-염기 정보를 알아냄
③ 스킨(토너) 실험(보습력 테스트&계면활성제 민감도 테스트): 각각의 스킨(토너)에 장미를 넣은 뒤
24시간 후의 변화 관찰

- 연구 진행순서
· 토스트 수분크림 보습력 실험 10/26 (월)
· 산 염기 실험 10/28 (수)
· 스킨(토너) 실험 10/28 (수) ~ 10/29 (목)
4. 탐구내용&결과
① 토스트 수분크림 보습력 실험: T사의 수분크림과 B사의 수분크림을 식빵 위에 바르고, 토스트기
에 빵을 굽기 전과 후를 각각 유수분측정기로 측정하여 수분도를 비교해봄

▲ T사, B사의 수분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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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사 수분크림 빵 구운 시간

▲ B사 수분크림 빵 구운 시간

T사

B사

굽기 전

13.9%

10.2%

구운 후

10.4%

99.9%

결과

수분도 3.5% 감소

수분도 89.7% 증가

· T사는 고온에 수분을 빼앗긴 것에서 지속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B사는 수분이 증가했다는
것에서 촉촉한 수분감과 지속력을 보임
· 두 개의 빵 모두 수분크림을 바른 부분이 구워지지 않은 것을 보아 두 수분크림의 보습력이 우수
하다는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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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사 수분크림 바른 식빵 굽기 전

▲ T사 수분크림 바른 식빵 구운 후

▲ B사 수분크림 바른 식빵 굽기 전

▲ B사 수분크림 바른 식빵 구운 후

② 산 염기 실험: 여러 가지 미용제품들에 BTB용액을 섞은 후 색의 변화를 관찰하여 제품의 액성
을 알아봄
제품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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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B 용액 색

액성

트리트먼트 (J)

하얀색

연녹색

중성

트리트먼트 (C)

연갈색

초록색

중성

트리트먼트 (Y)

하얀색

연녹색

중성

린스 (N)

살구색

파란색

염기성

1학년 보고서

린스 (C)

하얀색

파란색

염기성

린스 (Y)

하얀색

파란색

염기성

클렌징워터

투명

노란색

산성

향수

투명

노란색

산성

에센스

황토색

노란색

산성

헤어에센스

시럽색

확인불가

확인불가

＊ 같은 제품의 경우 구별을 위해 제품을 가져온 조원의 이름 이니셜 사용
송나영 – N / 유재현 – J / 유채린 – C / 황윤희 – Y

· 트리트먼트, 린스의 색 변화 관찰을 통해 같은 제품의 경우 액성이 같다는 사실 확인
· 이외에도 클렌징워터, 향수, 에센스, 헤어에센스의 액성 파악

▲ 트리트먼트 (J)

▲ 트리트먼트 (C)

▲ 린스 (N)

▲ 린스 (C)

▲ 린스 (Y)
▲ 트리트먼트 (Y)

29

2020학년도 키움크로젝트 보고서 모음집

▲ 클렌징 워터

▲ 헤어에센스

▲ 에센스

▲ 향수

③ 스킨(토너) 실험
- 보습력 테스트: 각각의 스킨(토너)을 넣은 비커에 장미 꽃잎을 넣었다 뺀 뒤 24시간이 지나고 나
서의 변화를 관찰, 장시간 보존되는 보습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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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면활성제 민감도 테스트: 각각의 스킨(토너)을 넣은 비커에 장미를 넣었다 뺀 뒤 24시간이 지
나고 나서의 변화를 관찰, 민감한 꽃잎의 산화 정도 측정
· 스킨 A에 담갔던 장미(꽃잎)보다 스킨 B에 담갔던 장미(꽃잎)가 상대적으로 장미의 외형이 더 푸
석해진 모습을 보임
· 스킨A: 부틸렌글라이콜 함유, 글리세린 함유
스킨B: 부틸렌글라이콜 함유, 글리세린 미함유
＊ 부틸렌클라이콜 – 강력보습 / 글리세린 – 보습력 증가

· 스킨 A가 스킨 B보다 보습력이 높고, 천연 계면활성제의 비중이 높을 확률이 크다는 결론 도출

▲ 스킨 A에 담근 꽃잎

▲ 24시간이 지난 후 꽃잎의 변화

▲ 스킨 B에 담근 꽃잎

▲ 24시간이 지난 후 꽃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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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A, 24시간 후의 장미

▲ 스킨 B, 24시간 후의 장미

5. 결론
① 토스트 수분크림 보습력 실험 : 수분크림의 보습력과 지속력 확인 >> T사와 B사 모두 지속력이
뛰어났으나 수분도를 측정해보니 B사의 보습력이 상대적으로 T사보다 훌륭한 것을 알아냄
② 산 염기 실험 : 여러 미용제품의 액성 확인 >> 미용제품의 액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특히 동일
한 제품은 액성이 같다는 것을 알아냄
③ 스킨(토너) 실험(보습력 테스트&계면활성제 민감도 테스트) : 스킨(토너)의 보습력과 계면활성제
민감도 확인 >> 두 제품 모두 부틸렌글라이콜(강력보습)이 함유되어 있으나 A사와 다르게 B사
에서는 글리세린(보습력증가)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스킨 A가 스킨 B보다 보습력이 높고, 천연
계면활성제의 비중이 높을 확률이 크다는 결론 도출

6. 참고자료
· 실험 영상
https://youtu.be/s18WNRRQqzI 폼클렌징 실험 영상
https://youtu.be/DkelfLqlGSI 수분크림 실험 영상
https://youtu.be/bci5yPkTsdw 토스트 수분크림 보습력 실험 영상
· 실험 ③ 스킨(토너) 정보
홀리카홀리카 홈페이지, 닥터자르트 홈페이지, 화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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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이중성
20626 최문석
20625 천재혁
20621 이창준
20605 마효민
20532 홍순주
20705 양오름

차례
요약
I. 서 론
1. 실험의 필요성과 목적
2. 실험의 문제
3. 실험의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빛의 정의
2. 파동의 성질
3. 정전기 유도 현상

III. 실험방법

IV. 실험결과
1. 이중슬릿 실험
2. 광전자 효과 실험

V. 결과 해석
1. 이중슬릿 실험
2. 광전자 효과

Ⅵ. 결론 및 제언
Ⅶ. 배우고 느낀점
참고문헌

1 이중슬릿 실험
2 광전 효과

35

2020학년도 키움크로젝트 보고서 모음집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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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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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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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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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배우고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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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020학년도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주제명 : 파괴된 분화세포의 재생
팀구성 : 20510 이다혜, 20512 이유진, 20517 조윤희
지도교사 : 이지아 선생님
1. 탐구주제 : 파괴된 분화세포의 재생
2. 탐구기간 : 2020.10.23. ~ 2020.10.30.
3. 탐구과정 : ① 플라나리아와 재생력에 대한 자료 조사
② 플라나리아 분열 실험 및 시체 처리
③ 플라나리아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 (빛, 접촉)
④ 실험 결과 정리 및 추가 정보 수집
⑤ 활동 후 개인별 고찰
4. 탐구내용 :
① 플라나리아의 기본정보 : 편형동물이며 좌우대칭형이다. 바다 플라나리아와 육상 플라나리아로
나뉜다. 등쪽은 갈색 또는 적갈색 이며 배쪽은 등쪽보다 밝고 연하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두 전
략을 모두 사용하며 깨끗한 하천,호수의 바닥 및 돌 위에서 서식하고 작은동물이나 죽은동물을 먹
고 산다. 몸은 섬모로 덮여있으며 섬모를 움직이거나 근육을 수축시켜 꿈틀거리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② 플라나리아의 재생력 : 플라나리아 몸 곳곳에는 몸의 모든 부위를 재생해내는 뛰어난 분화능력
의 줄기세포들이 있다. 재생능력을 발휘하는 세포군은 ‘네오블라스트’라 불리고, 전체 세포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특수한 성체 줄기세포이다. 그 속에는 테트라스파닌과 같은 계열의 단백질이 있고
이를 발현해 세포 표면에 지니고 있는 재생세포 Nb2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플라나리아가 지닌
120개의 네오블라스트 중 오직 7개만이 전 분화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두나 눈보다 앞에 있는
머리 끝부분은 네오블라스트가 없어 재생할 수 없다.
원형 근섬유와 관련된 nkx1-1도 재생 과정에서 특별한 영향 주는데,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조각은 꼬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머리가 두 개인 플라나리아로 재생된다. 근육을 관장하는 유전자가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조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 재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플라나리아는 조각조각 잘려도 어떤 부분이 잘렸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재생에 필수적인 유
전자를 갖고 있어서 자신의 몸에서 어느 부분을 절단하든지 절단된 몸체에서 새로운 뇌가 재생되기
때문에 몸에서 잘라낸 일부분으로도 완전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재생능력이 없
는 플라나리아 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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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구결과 :
⓵ 플라나리아 분열 실험 : 여러마리의 플라나리아를 준비한 뒤 절단하여 분열

시킨 뒤 관찰한다.
위의 첫 번째 사진은 분열시킨 플라나리아의 머리 부분의 절단면으로 꼬리가 생성되는 모습이며
옆의 사진은 꼬리 부분의 절단면에서 눈이 생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각각의 절단면에서 상처가 아
물면서 투명해지고 눈과 꼬리가 재생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 마리의 플라나리아가 두 부분으로 분열되어 처음의 개체 수보다 2배 많아졌다.

플라나리아 절단 직후에 본 모습으로 절단되자마자 분열이 시작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⓶ 플라나리아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 (빛, 접촉) : 한 마리의 플라나리아를 두고 빛과 물리적 자극
을 준 후의 플라나리아의 변화를 관찰한다.

(빛의 자극)
왼쪽 부분에는 형광등을 비추어 빛을 비추고 오른쪽 부분에는 신문지를 감싸 빛을 차단시켰더니 플
라나리아가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빛 자극에 의해 생물
이 반응하는 성질을 주광성이라 하는데 이 실험을 통해 플라나리아는 음의 주광성 동물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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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자극)
-머리

-꼬리

플라나리아의 머리 부분을 자극하면 길었던 몸을 짧게 웅크리며, 꼬리부분을 자극하면 몸을 웅크
리고 늘리며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⓷ 플라나리아의 시체 처리

플라나리아는 생명력이 강하지만 오염된 물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예민한 생물로 플라나리아가 있
는 물에 식초를 추가하였더니, 플라나리아의 몸이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6. 고찰 : 생명과학시간에 분화된 세포와 그의 예로 근육세포, 신경세포, 적혈구 등이 있다고 배웠
다. 이 세포들은 한번 파괴 됐을 때 다시 분열하여 세포를 만들 수 없어서 파괴된 분화세포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다가 줄기세포를 활용하면 다시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고, 파괴된 분화세포의 재생을 조사하며 ‘플라나리아’를 발견하였다. 플라나리아는 줄기세포
를 갖고 있는 생물로 자신의 몸을 분열시켜도 머리와 꼬리, 뇌가 다시 재생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
다. 이런 특징을 가진 플라나리아에 대해 실험을 한 결과 실제 플라나리아가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플라나리아의 특징에 대해 깊게 알아볼 수 있었다. 실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플라나
리아를 절단시킨 후 하루 뒤에 다 죽어버렸다. 죽은 원인을 추측해 보았더니 물의 양, 먹이, 빛의
차단, 물갈이 등 여러 요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안하여 재실험을 하였다. 다음
에 기회가 된다면 충분한 먹이공급으로 몸을 더 키우며, 몸의 구조를 더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장기
적인 프로젝트로 추가실험을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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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에 대한 전망 : 인간의 줄기세포는 새로운 의약품을 검사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현재까지도
파괴된 심장이나 신장, 간 등을 대체하기 위해 장기이식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세포치료로 파괴
된 세포나 조직을 만들 수 있어 장기이식의 문제점 또한 보완할 수 있다.
8. 참고문헌
-플라나리아 구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70222&cid=51346&categoryId=5134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9696&cid=40942&categoryId=32450)

-플라나리아 재생력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id=310939&Board=news)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0686)
(http://m.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49284.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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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명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용한 교육의 혁신적 방향 탐구

팀구성

학번
20112
20221
20225
20228
20331
20425

지도교사

박종복

이름
김희수
김준
박범준
오정훈
조강현
정한결

역할
발표자료
보고서
보고서, 기록
발표자료
보고서
발표자료

1. 탐구주제 : 회복적 정의(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적용 방향
2. 탐구기간 : 6/24 ~ 10/31
3. 탐구과정
1) 개인별로 자료 조사 및 견해 정리(6/24 ~ 7/31)
: 회복적 생활교육의 바탕에 있는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탐구하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인 응보적 정의를 알아봄으로써 각자의 견해를 정립
2) 1차 토의(8/9)
3) 2차 토의(10/27)
4) 결론 도출

4. 탐구내용
1) 배경
① 회복적 정의
: 응보적 정의는 처벌적 사고와 연결되면서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응당한
처벌을 내린다"는 위험한 사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사실,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대부분은 이러한 응보적 정의-처벌적 사고로 인해 일어난다.
심리적 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은 처벌적 사고가 되려 낮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관이 바로 '회복적 정의'다.
회복적 정의란, 갈등 당사자들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다. 피해자는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아 '회복'하고, 가해자는
자기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받게 되면서 비틀린 행동과 사고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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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 '회복'되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가해자에게
공감받는 것'이기에, 회복적 정의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게 해서
대화시킨다. 서로를 인격체로 인식하고, 감정이 있는 존재임을 체감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해자가 느꼈을 때 비로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회복하여 진실한 반성과 사죄가 가능하게 된다.

② 회복적 생활교육
: 회복적 정의를 학교에 적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벌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스스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대한다. 피해 학생의 상처 치유를 돕고, 가해
학생에겐 진심 어린 반성으로 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피해 학생에겐 두 사람의 진정한 화해로 학교가 더는 위협의 공간이 아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갈등 문제해결에만 집중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연결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갈등상황을 관계의 단절로 보고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2) 토의 및 결론 도출
③ 1차 토의
정훈 :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에게 벌을 가함으로써 행동의 재발을 억제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법이 이러하듯이,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격리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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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 학교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잖아. 퇴학이라든지.
정훈 : 그래, 그들에게 말이야. / 강현 : 그들이 누구야?
한결 :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 아니면 가해자?
강현 : 학교 내부에서를 말하는 거지?
정훈 : 응. 그런데 응보적 정의가 과연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이 있느냐, 이거지.
준 :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다? / 정훈 : 그렇지.
한결 : 결국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바로 처벌을 해버리면
이게 과연……
정훈 : 빨간 줄. 가해자가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겠지. 그런데 이러한 것을
회복적 정의에 입각하여 해결한다면? / 강현 : 윈윈(Win-Win)이군.
준 : 어쨌든 학교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일탈 행동을 저지른
사람에게 낙인을 찍기보다는 재사회화를 시키는 목적으로서 회복적 정의를
이용할 수 있다?
강현 : 배운 내용 활용하네. 무엇보다 요즘 애들이 처벌한다고 들을 애들도 아니고.
준 : 그거 오토바이 사건? / 정훈 :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는 참…….
준 : 소년법 때문이지.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예 처벌조차도 안 되니까.
한결 : 구체적인 선. / 범준 : 확실하게 구분이 필요하다.
강현 : 그러면 정말 구체적인 선을 정해야 하잖아.
준 : 그게 바로 지금 회복적 정의가 적용이 안 되는 이유지. 이게 회복적 정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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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자체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쟤한테 피해를
받았는데 이거를 단순한 화해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 / 일동 : 오우…….
준 :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
정훈 : 형사적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지, 민사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준 : 형사적으로 없단 소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단 소리나 마찬가지잖아.
범준 : 그렇지, 그게 결국 사회에 나가서의 불이익은…….
한결 : 대신 완전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 정훈 : 어떻게 해서든지.
희수 : 완전한 속죄를 해야 한다는 거지.
준 : 아니, 완전한 속죄의 기준이 뭔데? 피해자가 인정을 안 하면? 피해자가 영원히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정훈 : 안 받아줘도, 가해자가 무조건 절차를 밟아야지.
준 : 그럼 피해자가 받아주든 말든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면 사면이 된다는 소린데?
(잠시 침묵)
강현 : 회복적 정의의 목적이 뭐야, 목적이. 생각해봐. / 정훈 : 교우관계 회복……
준 : 일탈자에게 낙인을 씌우지 않고 관계 회복으로 사회에 녹아들 수 있게 한다.
강현 : 그래, 그거잖아. / 준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유토피아적인 얘기야.
범준 :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것보다는 낫지. 이게 상당히 웃긴 얘기는 맞아.
그렇다고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 수는 없으니 이런 논쟁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이거 슬슬 산으로 가고 있거든. 정훈이 이거에 뭔 말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정훈 : 내 얘기는, 너무 피해자의 입장이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야. 피해자는
배제되잖아. 무슨 사건이 터지면 가해자를 헐뜯기 바쁘고, 정작 피해자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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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 이건 아무래도 학교 내부만으로 국한해야 하지 않을까? / 준 : 그러더라도!
정훈 : 사실 나도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를 적절히 섞었으면 좋겠어.
준 : 그러니까, 일정 범위까지는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다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탈이 발생하면 그때는 응보적 정의를……
한결 : 그 범위를 정하는 게 많이 어려운 거지. / 준, 희수 : 어렵지.
강현 : 명확한 구분점. 그 구분점이 어디냐는 거겠네. 그 구분점이 지금 양쪽 정의
사이에서 흐려진 상태라는 것도 사실이고.
범준 : 일단, 지금 다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학교는 결국 사회화 기관이라는
거야. 쟁점은 사회화 기관으로써 학교 본연의 목적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정의에 입각하는 것이 우선이냐지.
정훈 : 학교가 있는 것 자체가, 학생 발전 뭐 이런 거잖아.
강현 : 여기서는 이 회복적 정의의 우선이 맞다 생각하는데.
한결 : 이걸 굳이 우리가 다른 보편적인 것으로까지는 해야 한다고 보지 않아.
범준 : 좋아, 그럼 그런 거로 알게.

첫 번째 토의에서 대두된 주제는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둘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였다.(물론 거의 회복적 정의 중심이다) 거의
무조건적인 회복적 정의의 주장과 응보적 정의를 섞은 절충안의 주장이
상당히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고의적인 것이나 피해자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회복적 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적용한다면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없는 어려움과 더불어 거의 무조건적인 회복적
정의에 대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회복적 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화 기관으로써 기본적으로는 학교 본연의 목적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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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원, 윤현석(2012)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의에
대해 어떠한 합의가 없다는 것은 다양한 회복적 사법의 정체성 논의가 제기되고,
이론 구성과 실증 상의 혼란을 비롯하여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응보적 정의에서 피해자는 외면당한다. 가해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만 정작 피해자의 상처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며,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게다가 명백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지 않는 갈등 상황도 많다.
회복적 정의는 강제성의 측면에서 딜레마에 놓여 있다. 사건 및 갈등의 당사자가
서로와의 화해나 관계 회복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기존 형사 사법절차를 이용할
것을 고집한다면 회복적 정의 개념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응보적 정의는 회복적 정의의 결점인 강제성의 측면을 보충해줄 수 있고,
반대로 회복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의 결점인 피해자의 소외를 해결해줄 수 있다.
서로 상극인 이 두 개념 사이의 합의점이나 융합점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을 찾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을 잡아낼
길일지도 모른다.

④ 2차 토의
범준 : 아, 이건 또 다른 얘기지.
한결 : 회복적 생활교육은 일단,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반
전체에서…… 내가 초등교사를 원하니까 초등 쪽을 알아봤는데, 그냥
우리가 반에서 다 같이 생활하잖아. 거기서 만약에 조금 튀는 애가 있거나
그냥 좀 그런 애가 있는 경우, 서로의 의견을 잘 표현하면서, 그다음에
어쨌든 회복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
강현 : 사건이 터지기 전에? / 한결 : 그렇지.
희수 : 예방적 기능이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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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 내가 조사한 거에서는 단계적인 형태를 거친다고 되어 있어.
범준 : 그러네. 일단 전체 학생 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학생들을 따로 집중 조명해서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네.
정훈 : 이 회복적 생활교육 자체가 처음에는 피해자를 달래주고, 진정이 된
다음에 가해자와 이어붙여 주는……
준 : 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걸 적용할 수는 없진 않을까?
강현 : 민사를 걸겠지.
준 : 이게 학교라는 제한적인 공간이라……
정훈 : 응보적 정의 하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이 물이 되는 거라고.
범준 : 어차피 응보적 정의든 회복적 정의든 똑같은 아이들이 있어. 이런
애들에게 굳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들이대며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건,
일만 커질 거라고 생각해.
준 :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려면 할 애들은 솎아내야 하는 거지.
정훈 : 나는 빨간줄이나 퇴학은 심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회복에 중점을
두는 거지 이걸 가지고 네 앞날에 제동을 걸겠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
준 : 그게 결국 빌미 같은 걸 준 거지. 그게 뭐야.
정훈 : 그렇게 해서 결국에 뭐가 남느냐는 거야. / 준, 강현 :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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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 이것도 처벌을 다룰 수는 있지 않을까?
강현 : 아니지, 그래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기본 개념에 어긋나지 않을까.
한결 : 이건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상으로 모든 학생의 관계
회복과 유지를 다루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범준 : 간단한 징계 조치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충분히…….
정훈 : 그건 다시 응보적 정의로 회귀하려는 거 아니야? / 범준 : 그런가?
준 : 그래도 회복적 정의 자체를 전제하고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서 징계나
그런 종류의 해결책은 일단 염두에 두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

2차 토의에서는 1차 토의에서 대두된 회복적 정의의 적용 범위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개념을 끌어왔다. 1차 토의 때와
마찬가지로 유토피아적이며 당사자가 대화를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점화되었으나 비슷한 해결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후에 더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성남 교육지원청은 회복적 생활교육의 비전은
회복적 정의가 학교 공동체 내부에서 작동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교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되고 그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 보았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결합하여
청소년 일탈 행위를 공동으로 협력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공동체 사법센터나 지역
내 회복적 정의위원회 등이 출현할 것이라 예견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회복적 생활교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폭력문제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문제이므로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평소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크고 작은 갈등 문제를 교육적 상황으로 재인식하고 갈등의
핵심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만들어 가는 일상적인 생활교육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약간의 재토의를 거친 결과, 현재 회복적 생활교육에 제동이 걸리는
원인으로 수업 외에도 과중한 교사의 업무가 회복적 생활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하고 조정해 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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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교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교육의 시발점에
있어서는 교사의 역할과 영향력이 막대해지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
기타 학교 업무가 교사에게 과중될수록 교사가 학생에게 쏟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어 학급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자칫 업무 스트레스와 겹치는
순간에는 애써 쌓아 올린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사 스스로 깨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자체에 존재하는 거대한 결점은 효과적인 보완이
가능하면서도 정작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연구원의
연구에서도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다섯 개의 대표적인 시도 중에서 ‘교사의
업무 경감하기’를 명시했다. 이는 자주 논란이 되는 문제이지만 문제만 되고
방안만 내놓을 뿐,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5. 탐구결과
1) 결론
: 현재까지 진행해온 탐구 활동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는 사회화 기관으로써의 본연의 목적성을 우선해야 한다.
②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는 그 자체만으로 결점이 존재하나, 둘 사이의
타협점이나 융합점을 찾는 것으로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③ 수업 외에도 과중한 교사의 업무가 현재 회복적 생활교육에 제동이 걸리는
원인이다.
④ 기타 행정 업무를 분리하는 등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가 학급 내
회복적 생활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6. 참고문헌
이갑상(2020).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의사소통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이용식(2018).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소고. 소년보호연구, 31(3), 285-319
장규원, 윤현석(2012). 회복적 사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57), 119-144
경기도 성남 교육지원청.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정의ㆍ특징ㆍ역사)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 : 회복적 정의의 이해

59

2020학년도 키움크로젝트 보고서 모음집

2020학년도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2020학년도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비타민 C 보조 식품의 비타민 C 함량과 비타민 C의 효능

주 제 명

팀구성

지도교사

학번
20608
20601
20701
20704
이 름

이름
홍지희
고민지
김나연
송혜린

역할
실험 및 보고서 작성, 자료조사
실험 및 보고서 작성, 자료조사
주제 선정, ppt 제작
주제 선정, ppt 제작

이지아

1. 탐구주제 :

비타민 C 보조 식품의 비타민 C 함량과 비타민 C의 효능

2. 탐구기간 :

6.24~11.1 (수시)

3. 탐구과정


연구 진행 계획

1) 시중에서 팔리는 비타민 C 보조 식품의 비타민 C 함유량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비타민 C가 인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효능을 갖는지 조사한다.


연구 과정

2)
➀ 자료 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알아본다.
➁ 비타민 C 적정 실험을 통해 비타민 C 함유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한다.
➂ 실험 결과를 통해 나온 비타민 C 함유량과 권장 섭취량을 비교해 비타민 C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론적 배경

3)

➀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은 염료를 연구하던 1871년 독일의 화학자 아돌프 폰 바이어(Adolf von Baeyer, 1905년 노벨
화학상 수상)가 처음 발견하였고, 그가 제안한 합성법 (진한 황산 또는 염화아연이 있는 상태에서 프탈레이
트 무수물과 페놀을 반응시켜서 생성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페놀프탈레인은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 다양한 색을 지니게 된다.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0 이하인 강산성 조건에서는 오렌지 색,
pH 0-8.5사이에서는 무색, pH 9-13 사이에서는 분홍색에서 짙은 빨간색, 마지막으로 pH 13이상에서는 다시
무색을 띤다. 이러한 원인은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 페놀프탈레인에 양성자(H+)가 붙어 있는 수와 그 구조적
차이 때문이다. 페놀프탈레인은 프탈레인 계열의 유기 화합물로 메틸 오렌지, 리트머스 종이 등과 더불어 산
-염기 지시약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무색 또는 백색을 띠는 고운 분말로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산성 수용액에서는 무색이지만,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분홍색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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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수소 이온 농도 지수에 따른 페놀프탈레인의 구조 변화]

➁ 비타민 C
비타민 C는 L-아스코르브산(L-ascorbic acid, Asc)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스코르브산의 pKa1 = 4.17이고, pKa2 = 11.57로 식초보다 조금 더 산성이 강한 물질이다.
4개의 알코올기를 가진 비타민 C는 수용성이다.
비타민 C는 수용액 상태에서 3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가 이온화되어 산소 음이온으로 존재한다. 생리 과
정에서 발생한 활성 산소종과 활성 질소종이 비타민 C에 이웃하면 이들은 비타민 C의 2번 탄소에 존재하는
수소를 떼어내고 비타민 C에 라디칼을 남겨 놓는다. 비타민 C에 생성된 라디칼은 공명 구조를 통해 안정화
되거나, 전자가 1개 더 떨어진 후 탈수소아스코베이트(dehydroascorbate)를 형성하여 안정화된다.

그림 25 [비타민 C-라디칼 소거 항산화 메커니즘]

➂ 비타민 C
비타민 C가 항산화 기능이 있고,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고, 혈관의 유지 작용과 인터페론 생산을 증가
시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초기 감염 시 면역 효과, 감기 예방과 감기 증상 호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C가 체내에 쌓인 납과 수은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비타민C가 철분
의 과잉 축적을 유발하여 혈색소 침착증으로 이어져 장기가 손상되기도 한다. 비타민 C는 피부 미용에도 효
과적이다. 비타민 C는 피부 내 수분 증발을 막고 기저막을 형성해 피부를 보호한다. 비타민 C를 복용하는
최대량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수용성이라 투여 후 몇 시간 지나면 오줌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과량을 투여해도 해로움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과량 투여는 비타민 C가 생리 대사 과정으
로 옥살산으로 대사되고 칼슘 이온과 결합하여 요도 결석의 주원인 물질로 변경될 수 있다. 위장관과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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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는 듯한 느낌, 가슴앓이, 복통, 설사, 불면증 등이 과다 투여의 다른 부작용 증세이다.
또한 비타민 C는 거의 모든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중의 하나이고, 비타민 C 합성 효소를 가지고
있는 육식 동물은 자체적으로 체내에서 이것을 합성하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합성하
지 못하는 동물은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인간은 비타민 C 합성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비타민의 한 종류이다.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괴혈병을 일으키는데, 과거에 그 이유를 모
르고 장기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부터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하지 못하여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➃ 천연비타민
천연비타민: 곡물이나 과일, 채소 따위에 들어 있는 비타민. 또는 그런 재료에서 추출하고 정제해서 만든 비
타민.

➄ 합성비타민
합성비타민: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산물에 화학적 분해 공정을 가한 후에 합성물을 첨가하여
만든 비타민.

⑥ 천연비타민과 합성비타민
비타민제는 원료에 따라 합성 비타민제와 천연 비타민제로 나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제의 90%
이상은 합성 비타민제이다. 합성 비타민제는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화학적으로 재조성해서
만든다. 한편 천연 비타민제도 100% 천연 원료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천연 비타민은 합성 비타민에 천연 추출물이나 분말 등을 첨가하거나 천연 원료에서 진액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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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뒤 비타민 함량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화학적으로 변형, 천연 원료를 진액으로 추출하는 등 크
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에 '100% 천연 비타민'이란 천연 원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도화된 것
을 말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종합 비타민제는 합성 비타민으로만 구성된 제품이 있고,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이
섞여 있는 제품도 있다. 천연 종합 비타민제로 표기된 제품도 대부분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이 섞여 있
다.
동 · 식물 등 천연 물질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의 가격은 실험실에서 합성한 합성 비타민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비타민은 동일한 화학 물질로 체내 작용과 효능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예외로 비타
민 E는 천연물이 합성물에 비해 약 2배의 효능이 있으나, 반대로 엽산은 합성물의 기능성이 천연물보다 더
높다.
동 · 식물성 식품 모두 비타민 급원이 될 수 있다. 음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은 천연 또는 합성 비타민
에 비하여 체내 흡수가 더 빠르며, 여러 가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가급적 음식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산-염기 반응
산-염기 반응(영어: Acid–base reaction)은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는 중화 반응을 말한다.
브뢴스테르-로우리 산-염기 개념에서는 수용액 외의 반응도, 루이스 산-염기개념에서는 배위 결합을 형성하
는 반응도 포함한다.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르면 산-염기 반응은 수용액 상태에서의 중화 반응을 의미한다.
아레니우스는 산은 H⁺를 제공하고 염기는 OH⁻를 제공하는 물질이라 정의하였다. 브뢴스테드-로우리의 정의
에 따르면 산 염기 반응은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른 개념을 넘어 수용액 이외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브뢴스테드-로우리는 산은 H⁺를 제공하고 염기는 H⁺를 제공받는 물질이라 정의하
였다. 루이스의 정의에 따르면 산 염기 반응은 아레니우스의 정의와 브뢴스테드-로우리의 정의에 따른 개념
을 넘어 반응이 진행된 후의 결과물이 배위공유결합(전자쌍을 갖고 있는 어느 한 입자가 다른 입자의 비어
있는 전자쌍 자리에 들어가 결합을 형성함)으로 만들어지는 반응을 말한다.

⑧ 비타민 C 적정 실험
적정(titration)은 농도를 정확히 아는 표준 용액으로 농도를 모르는 미지 용액과 화학 반응을 시키며 반응이
완료되었을 때 서로 소비된 부피를 측정하여 양쪽의 몰 관계를 이용해 농도나 몰수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적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반응의 평형 상수가 매우 커야 한다. 반응이 거의 완결
될 무렵에는 한 두 방울에 의해 지시약의 변색이 일어나므로 용액을 방울방울 첨가하며 실험하므로 적정이
라고 한다.
중화 적정(neutralization titration)은 다음과 같은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하여 농도를 알고 있는 산이나 염기로 농도를 모르는 염기나 산의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 방법이다.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으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의 역반응이므로 상
온에서 평형 상수()는 물의 이온곱()의 역수가 되어 1.0×1014으로 매우 크다. 중화점에서는 산의 수소 이온
수와 염기의 수산화 이온 수가 1:1로 반응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중화 반응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한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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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용액 : 몰농도를 정확히 아는 용액으로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만들고 뷰렛을 이용하여 미지 용
액에 가한 부피를 측정한다.
 미지 용액 : 몰농도를 모르는 용액으로 부피 피펫을 이용하여 원하는 부피를 정확히 측정하여 삼각 플라
스크에 넣고 지시약을 가한다.
 지시약 : 변색 범위가 중화시키려는 두 용액에서 생성된 염의 가수 분해 pH 전후가 되는 지시약을 선택
해 1~2방울 미지 용액에 가한다.
 중화점 : 산의 H+와 염기의 OH-의 몰수가 1:1로 같아지는 지점이다. 그러나 생성된 염의 가수 분해에
의해 중화점에서 혼합 용액의 pH가 7.0(중성)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점은 중화 적정 곡선을 분석하여
알아낸다.

⑨ 비타민 C 과다 섭취
비타민 C 섭취가 부족할 때 콜라겐 합성을 저해시키므로 괴혈병을 일으켜 잇몸 부종, 출혈 등이 나타난다.
또한 만성 피로, 코피, 가쁜 숨, 소화 장애, 우울증 등이 나타난다. 한편 지나칠 때는 독성을 나타내지는 않
으나 설사, 복통, 위산 과다, 잦은 소변, 수면 장애, 불안감, 골다공증, 두통, 저혈당증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
다. 또한 철 흡수를 촉진하므로 철 과다증이 유발될 수 있다.
비타민 C가 결핍되면 세포 간 물질과 콜라겐 합성에 장애를 받아 모세혈관이 쉽게 파열되고 피부, 점막, 내
장기관, 근육에서 출혈이 생기며 체중 감소, 면역 기능 감소, 상처 회복 지연, 고지혈증, 빈혈 등이 나타난다.
콜라겐(collagen)은 조직세포를 서로 결합시키는 단백질로서 피부, 뼈, 연골, 치아, 결체조직 등에 많이 함유
되어 있다. 유아의 비타민 C 결핍증은 주로 골격 이상이 나타난다.
비타민 C의 주원료인 아스코르빈산은 물에 녹으면 강한 산성을 띤다. 아스코르빈산이 상처에 닿으면 상처가
깊어지고 출혈이 난다. 이에 위산(胃酸)이 많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
키기도 한다. 따라서 식사 중 혹은 직후에 먹는 것이 좋다. 임신부가 비타민 C를 과량 복용하면 태아가 비타
민 C 의존증을 나타내 출생 후 영아에게 비타민 C를 공급하지 않으면 괴혈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비타민 C를 과다 복용하면 구리의 체내 흡수를 방해한다.

⑩ 비타민 C의 생리 활성 및 부작용
비타민 C가 항산화 기능이 있고,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고, 혈관의 유지 작용과 인터페론 생산을 증가
시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초기 감염 시 면역 효과, 감기 예방과 감기 증상 호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C가 체내에 쌓인 납과 수은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비타민C가 철분
의 과잉 축적을 유발하여 혈색소 침착증으로 이어져 장기가 손상되기도 한다. 비타민 C는 피부 미용에도 효
과적이다. 비타민 C는 피부 내 수분 증발을 막고 기저막을 형성해 피부를 보호한다. 비타민 C를 복용하는
최대량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수용성이라 투여 후 몇 시간 지나면 오줌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과량을 투여해도 해로움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과량 투여는 비타민 C가 생리 대사 과정으
로 옥살산으로 대사되고 칼슘 이온과 결합하여 요도 결석의 주원인 물질로 변경될 수 있다. 위장관과 식도
가 타는 듯한 느낌, 가슴앓이, 복통, 설사, 불면증 등이 과다 투여의 다른 부작용 증세이다.
또한 비타민 C는 거의 모든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중의 하나이고, 비타민 C 합성 효소를 가지고
있는 육식 동물은 자체적으로 체내에서 이것을 합성하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합성하
지 못하는 동물은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인간은 비타민 C 합성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비타민의 한 종류이다.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괴혈병을 일으키는데, 과거에 그 이유를 모
르고 장기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부터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하지 못하여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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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타민 C와 암 예방
비타민 C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입증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비타민 연구 중 2009년 JAMA에 실린 비타민 C와 암 예방에 관한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14,641명의 50세
이상 남성 의사 중 평균 8.0년간 매일 500mg의 비타민 C를 복용한 군은 위약을 복용한 군에 비해 암 발생
위험도가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암 예방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동년 발표된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
하면 여성 7,627명 중 평균 9.6년간 비타민 C 500mg을 매일 복용하였던 사람들에게서 암발생 위험도가 유
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암 예방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⑫ 비타민 C와 심혈관계질환 예방
비타민 C의 심혈관계질환의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연구 중 2009
년 JAMA에 실린 비타민 C와 심혈관계질환에 관한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14,641명의 남성 의사 중 평균
8.0년간 매일 비타민 C를 복용한 군은 위약을 복용한 군에 비해 주요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07년 발표된 심혈관계질환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인 40세 이상의 8,171명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9.4년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 매일 비타민 C 500mg의 복용은 심혈관계질환의 예방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리고 2002년 Lancet에 실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질환, 혈관질환, 당뇨병을 가진
20,536명의 환자 중 비타민 C 250mg, 비타민 E 600mg, 베타카로틴 20mg을 매일 복용한 군은 그렇지 않
은 군에 비해 보충제에 따른 심혈관계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⑬ 비타민 C와 감기 예방
비타민 C가 감기의 예방에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으며 역할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
존의 비타민 C와 감기에 대한 연구를 종합한 2013년 코크란 리뷰에 의하면 약 11,000명에 대한 29개의 연
구를 종합하였을 때 예방적으로 매일 최소 200mg의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은 마라톤선수, 스키선수, 군인
등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서 감기의 발생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일반인에게서는 감기의
발생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타민 C의 정기적인 복용은 감기의 지속시간을 성인에서 8%, 소아에서 14% 줄였고 감기의 중증도도 감소
시켰다. 하루 1~2g의 고용량 비타민 C의 예방적 섭취는 소아에서 감기의 기간을 18% 감소시켰다. 그러나
감기에 대한 비타민 C의 치료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비타민 C 제제를 감기 예방 목적으로 복용
하면 성인에서 평균 12일간 감기로 고생하던 기간이 11일로 단축됨을 의미하며, 소아에서 평균 1년 동안 28
일간 감기로 고생하는 기간이 24일로 단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년간 성인은 2~4회,
소아는 6~10회 감기에 걸리며,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감기에 절반 정도밖에 걸
리지 않으며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증상도 심하지 않았다.

⑭ 비타민 C 권장 섭취량
비타민 C 권장량은 비타민 C 교체율과 소모율, 소변으로 배설되기 시작하는 섭취량, 비타민 C의 흡수율
(85%), 식품 조리 시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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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비타민 C 권장 섭취량]



실험 과정 (시약준비)

4)
➀ 전자 저울을 이용해 NaOH 2g을 측정한다.
➁ 물 500ml에 NaOH를 넣어 0.1M NaOH 수용액 500ml를 만들어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준비한다.
➂ 500ml 비커를 이용해 레모나 1포를 물 200ml에 희석한다.
➃ 비타 500 90ml를 500ml 비커에 준비한다.



적정 실험

5)
➀ 뷰렛에 약 35ml NaOH 수용액을 넣는다.
➁ 레모나 희석액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5ml를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준다.
➂ 레모나 희석액에 NaOH 수용액을 조금씩 가하며 색의 변화를 관찰한다.
➃ 혼합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유리막대로 저었을 때 그 색이 유지되면 적정을 멈추고 중화점으로
간주한다.
➄ 가한 NaOH 수용액의 부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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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뷰렛에 NaOH를 넣는 모습
그림 2 레모나 희석액

그림 3 레모나 희석액 중화점 도달

그림 4 중화 적정 지점을 넘었을 때의 용액의 색

6)
➀ 뷰렛에 50ml NaOH 수용액을 넣는다.
➁ 비타 500 90ml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5ml를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준다.
➂ 비타 500이 들어있는 비커에 NaOH 수용액을 조금씩 가하며 색의 변화를 관찰한다.
➃ 혼합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유리막대로 저었을 때 그 색이 유지되면 적정을 멈추고 중화점으로
간주한다.
➄ 가한 NaOH 수용액의 부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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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처음 비타500 용액의 색깔



그림 2 비타500 용액의 중화점 도달했을 때의 모습

실험결과
NaOH 수용액의

가한 NaOH

농도

수용액의 부피

레모나 희석액

가한 NaOH의 양

아스코르빈산의
양

30㎖

0.003㏖

528.39㎎

60㎖

0.006㏖

1056.78㎎

0.1M
비타500

4. 탐구내용
1) 레모나 1포(2g) 안에는 비타민 C가 약 528mg 함유되어 있고 비타 500 90ml에는 비타민 C가 약
1056mg 함유되어 있다.
2)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콜라젠 합성 효소와 생물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효소의
보조효소이다. 비타민 C는 항산화 물질로 신체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여 암, 동맥경화, 류머티즘 등을 예
방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도 강화시키고 피부와 잇몸의 건강을 지켜준다. 비타민 C는 위, 십이장궤양의 원
인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노인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 유지를 돕고, 알츠하이머병 예
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C는 또한 혈관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며 혈관 이완과 혈소판 응
집 억제 역할을 하는 혈관내피세포의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
다. 게다가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 C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C는 손상된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의 증가를 억제하여 기미나
주근깨를 완화시킨다. 이 외에도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는 효능이 있었다.
3)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할 시에 필요한 양만 쓰이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과도한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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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구결과
1)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비타민 C 권장 섭취량은 하루를 기준으로 성인 45mg이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은 성인 100mg이다. 실험 결과로 얻은 비타민 C 보조제의 비타민 C 함유량
과 비교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비타민 C 보조제의 비타민 C 함유량은 하루 권장량을 만족하는 수치이다.
2) 정상적인 세포에서의 대사과정, 즉 세포 호흡 과정 중에 미토콘드리아(생체내)에서는 자유 라디칼, 활성산
소라는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체에 치명적인 산소독성을 일으킨다. 이들은 세포 구성성분들인 지질, 단
백질, 당, DNA 등에 대하여 비선택적, 비가역적인 파괴작용을 함으로써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하여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뇌질환과 심장질환, 허혈, 동맥경화, 피부질환, 소화기질환, 염증, 류마티스, 자기면역질환 등
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질, 단백질, 핵산, 효소 등의 변성 등과 같은 세포 구성성분
의 파괴 및 기능 장해가 노화를 가져온다. 이들 대부분은 생체내 항산화 방어계(항산화 효소 및 항산화물질)
에 의하여 소거된다. 비타민 C는 반응성이 큰 활성산소를 비타민 C 라디칼 중간체로 변화시켜 라디칼을 소
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진행한다. 즉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는 자유 라디칼로부터의 손상을 완화하는 역
할을 함으로써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비타민 C 등의 항산화물질의 양은 수명과 상관이 있음이 알
려져 있다. 실제로 비타민 C는 여러 생물의 수명을 연장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3) 천연 비타민 C와 합성 비타민 C는 화학적, 생리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천연 비
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섭취함과 더불어 비타민 C 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효율적
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한 방안이다. 비타민 C, 즉 아스코르빈산은 물에 녹으면 강한 산성을 띤다. 따라
서 위산이 많은 공복에 비타민 C를 섭취할 경우 속이 쓰리고, 과하게 섭취할 시에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175㎎의 비타민 C를 섭취하며 이는 권
장 섭취량을 넘는 수치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은 권장 섭취량을 조금 넘게 섭취하는 게 좋은 효
과를 낸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타민 C 1정에는 대략 1000㎎의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이상의 비타
민 C를 섭취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또 비타민 C를 다양한 영양분이 있는 채소와 과일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타민 C는 열, 빛, 물, 산소 등에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조리할 때에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
으므로 가급적 조리해먹지 않으며,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공기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찬 곳에 보관한다.
조리할 시에는 조리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비타민 C는 복용 후 6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하루에 2회에서 3회에 걸쳐 섭취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침

식단

비타민C 함량

케일사과주스
카프레제 샐러드

150.6mg

점심

저녁

파닭

찐 브로콜리

코울슬로

밥, 오이냉국, 깍두기

레몬에이드

간식: 딸기

307mg

224.8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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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전에는 비타민 C 적정 실험이 색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에 집중된 실험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험을
직접 진행하며 정략적인 계산이 많고 몰과 몰농도의 개념을 적용해야하는 부분에서 화학적 지식이 많이 요
구된다는 것을 느꼈다. 또, 실험할 때 레몬즙을 직접 준비해 실험을 해보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레모
나의 비타민 C 함유량을 구할 때에는 영양 정보에 표시돼 있는 것과 똑같이 나왔지만 비타500의 비타민C
함유량은 표시된 것 보다 많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의 특성상 염기성 환경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는 색변화를 관찰해야 하는데 혼합용액의 본래 색이 불투명해 색변화를 관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때문에 나타난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화환원 중화반응을 이용하여 비타민C
적정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실험할 때 남은 레모나를 먹은적이 있다. 신맛을 좋아해서 2포를
먹었던 것이 기억나고 예전에 비타오백이 맛있어 친구들거 까지 뻿어 먹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런 비타
민C의 함유량이 많은 것을 먹게 되면 과다복용으로 안좋다는 것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어 매우 놀라웠다.
과다 복용을 할시 비타민 C가 요도 결석의 주원인 물질로 변경될 수 있다. 위장관과 식도가 타는 듯한 느낌,
가슴앓이, 복통, 설사, 불면증 등이 과다 투여의 다른 부작용 증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여 다음부터는
비타민 음료나 비타민C보충제를 먹을 때 함유량을 보고 적정량을 생각해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
한 합성비타민C와 천연비타민C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합성비타민C보다 비타민C 함유량이 많은 브로
콜리, 방울 양배추, 콜리플라워, 그린페퍼, 레드페퍼, 시금치, 양배추, 순무 어린잎, 다른 녹색 잎채소들, 고구
마, 감자, 대추방울토마토, 오렌지 등을 조금씩이라도 섭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6.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2921&cid=62802&categoryId=62802
Phenolphthalein,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s://www.britannica.com/science/phenolphthalein
PubChem Database
https://pubchem.ncbi.nlm.nih.gov/compound/4764
비타민C 효능과 질병예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08564&cid=63166&categoryId=51020
산 염기 중화반응
https://ko.wikipedia.org/wiki/%EC%82%B0-%EC%97%BC%EA%B8%B0_%EB%B0%98%EC%9D%91
비타민C 중화적정실험 보고서
https://www.reportworld.co.kr/social/s1281228
[네이버 지식백과] 비타민 C (파워푸드 슈퍼푸드, 2010. 12. 11., 박명윤, 이건순, 박선주)
한국의 노화연구 - 노화억제를 위한 항산화제 연구
http://m.bioin.or.kr/board.do?num=738&cmd=view&bid=tech

70

향일고등학교

2학년 보고서

2020학년도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창의 키움 프로젝트

20712 (김유현 조장, 주제선정) 20715 남승재(주제선정, 보고서 작성)
20723 이주형(주제선정, 자료조사) 20726 최준석(주제 선정, 자료조사)

1. 탐구 동기 및 목적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과서에 있는 잘못된 이론이 물리학 영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자주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를 밝혀내고 상황에 따른 정확한 이동거리의 기준이 다른지 알아내기 위해 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의 정의(w=Δk=fs)에서 우리는 s가 물체의 이동거리인지 힘이 가해진 작용점의 이동거리인지 의구심이 들어 탐색했
다. 그러던중 교과서에는 s가 물체의 이동거리라 설명하는걸 발견하였다. 그러나 힘을 설명할 때는 힘의 작용점과 힘의
방향으로 배웠는데 일에서는 왜 이동 거리로 따지는 지 궁금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 에너지공식에서 이동거리가 무엇
인지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다.

2. 탐구 이론
1) 영문 위키백과에서 일(work)의 정의
In physics, work is the energy transferred to or from an object via the
application of force along a displacement. In its simplest form, it is often
represented as the product of force and displacement. A force is said to do
positive work if (when applied) it has a component in the direction of the
displacement of the point of application. A force does negative work if it has a
component opposite to the direction of the displacement at the point of
application of the force.
2)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의 정의
크기가  인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거리  만큼 이동하였을 때, 한 일은

 ×  이다.
3)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 유도과정

∆        ,       에서 를 소거하면     ∆이다.




      ∆의 양변에  를 곱하면,          ∆   × ∆이다.




따라서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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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구기간
탐구 기간
6월
7월
8월 ~ 9월
10월

활동 내용
탐구 주제 정하기
이론 탐구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4. 탐구과정
그림에서 일 에너지 공식으로 따지면 s2가 되고 힘의 공식으로 따지면 s1이 되는데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영문 위키백과에 들어가 조사해보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렇게 적혀있다

A force is said to do positive work if (when applied) it has a component in the direction of the
displacement of the point of application.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렇다.
힘은 (적용될 때) 적용 지점의 변위 방향의 구성요소가 있으면 양(+)의 작용을 한다고 한다. 즉 위키백과에서는 일 에
너지 공식에서의 s가 s1(작용점의 이동거리)이라고 한다.

University Physics 책을 보면 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작용점이 변위를 겪을 때 일정한 힘에 의해 수행되는 일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W=Fs cos θ
즉 여기서도
s를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작용점이 이동한 거리라 정의한다.
과연 왜 s2는 아닌 것인가?
그

이유는

일의

공식이

F=ma에

의해

유도되기

때문이다.


∆             에서


t를

소거하면




      ∆에서  를 곱하면         ∆   × ∆ 이기 때문에 w=Δk이다. 여기서 일 에너지 공식




이 힘의 공식에 의해 유도되는데 이때 ∆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ma× (s1-s2)를 고려하지 않

았다. 그러면 ma× (s1-s2)는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위 그림에서 물체가 스펀지라 가정하면 ma× (s1-s2)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그 이유는 물체가 압축되면서 부피가 압축되고 그 안에 있던 입자들의 운동에너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등 물리학 과정에서는 힘을 받는 물체가 변형되는 운동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ma× s2로도 고등 물리학 과정 문제들을 풀 수 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입자 상태(Particle state) 일때만 ma× s2로

풀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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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그림에서처럼 대학 물리책에서는 w=ΔEmec+ΔEth로 표현한다.

ΔEmec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고 ΔEth

가 내부에너지(열 에너지)변화량이다.

일=힘*물체가 이동한 거리 공식으로 풀지 못하는 사례
1. 스핀운동을 하는 물체

위 그림에서와 같이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의 운동에너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스핀에너지도 함께 변하기 때
문에 이 경우에는 일의 크기를 구할 때 스핀에너지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줘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에는 타자가 친 야
구공, 농구선수가 던진 농구공, 축구 선수가 찬 축구공, 골프선수가 친 골프공, 볼링선수가 굴린 볼링공 등이 있다.

2. 변형되기 쉬운 물체

위의 경우에서는 일을 해준 에너지가 물체의 운동에너지 뿐만 아니라 물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
에 내부 에너지도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이때 이동거리를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작용점의 이동거리로 설정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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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찰력이 작용하는 운동


위의 경우 고등 물리에서는 w=Δk으로 푸는데 운동에너지 공식에 의하여        ×  ×    이다. 그러나 실

제로 작용점이 이동한 거리가 0이므로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으로
풀게 되는데 –f ×2s=ΔP=P(나중)-P(처음) 이기 때문에
P는 mv이므로 P(나중)=0 이고 P(처음)=2× 2이므로 –f × 2s= -4가 된다 따라서 f는 2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마찰을 충격량 공식이 아닌 W=F× S로 풀어도 나온다. 그 이유는 마찰력이 작용한 거리와
작용점의 이동거리가 우연히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찰력이 한 일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사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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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

사례(1-3)

위 그림의 사례들에서 마찰력이 한 일 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마찰력의 작용점이 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은 0이다. 따라서 마찰력이 한 일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지어 사례1-3의 경우는
2007년 수능 기출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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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문제들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일의 정의를 ‘힘*이동거리’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동거리는   에서


부터 유도한           ×  라는 식에서 S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식 자체만 보면 오류


가 없는데 이 식을 일과 운동에너지 공식에 대입을 하면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일은
힘×작용점이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위의 교과서처럼 정의하면 예외인 경우가 존재해서 잘못됬다라는 것이다.

4. 탐구결과
일이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물체에 전달되는 에너지이다.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에서
많이 유도되는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에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을 통해 물체에 공
급되는 에너지는 운동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에서
힘과 물체의 이동거리의 곱으로 정의한 일의 정의는 부적절하며 영문 위키백과에서 정의 한 힘과 작용점 이동거리의
곱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5. 참고 문헌
EBS 개념완성 물리학 1
수능기출-평가원
미래앤 물리학 1 교과서-김성진
Fundamentals of physics - jearl walker
University Physics – Harris Benson
마더텅 물리학 1 – 마더텅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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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2. 탐구기간 : 2020.08.24.~2020.10.29
3. 탐구과정
※ 연구 진행계획 및 진행순서를 개조식으로 작성
1) 코로나 이후 시행된 교육방식(온라인 클래스)를 통한 수업의 만족도와 국가재난지원금
에 대한 학생들의 소비 심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확진자의 동선 및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침해 여부를 묻는 조사 또한 실시하였다.
2) ①코로나에 대처하는 국내외의 문헌 조사
②코로나로 인해 묻힌 주요 시사 문제 사례 조사

4. 탐구내용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1)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 신상 공개의 제한을 해야 하는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내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역학조사란 환자의 감염
경위와 동선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확진자의 증언, 신용카드와 휴대폰 사용 내역, GPS,
CCTV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역대책, 질병의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역학조사의 목적
이다. 역학조사는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다.

‧ 공개기간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공개 기간 경과 후 정보 삭제)
‧ 공개범위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수있음.
(시간)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장소·이동수단)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공개
-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공개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출처][보도자료]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시 개인정보침해 심각|작
작성자 유의동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14일이라는 공개기

77

2020학년도 키움크로젝트 보고서 모음집

관이 경과하면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
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 ‧ 연
령 ‧ 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하여 공개한 사례가 34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86건으
로 확인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3개 지자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홈페이지 점검 개요

‧ 검사기간: 2020. 8. 24. ~ 8. 28.
‧ 점검대상: 243개 지자체의 대표 홈페이지 및 블로그
‧ 점검내용: 확진자 동선정보 중 개인정보 침해 정보
(개인정보)개인을 특정하는 정보(성별, 연령, 거주지, 국적)의 공개 여부
(공개기간)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정보의 공개 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3개 지자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홈페이지 점검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 ‧ 연령 ‧ 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하여 공개한 사례 263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확인 등 총 349건. 공개된 정보를 통해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20대, 60대 연령대로 표기한 경우도 미흡사항에 포함
*○○번(××번 확진자의 딸, 부친, 부인), 오빠집 방문, 목욕탕(여탕) 방문 등
→ 확진자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 대신 동거가족 등으로 공개 필요
광화문 일대 전체의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결과 확진자 2만4000여명의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100
배에 가까운 230만건 이상의 정보가 수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된 ‘출입명부’가 고물상에서 발견되는 등 허술한 관
리가 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됐다.

코로나 출입명부 수기 작성의 문제점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코로나 19 감염 전파 시 접촉자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기 명부에이름과 전화
번호를 적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며 술 한 잔
하자 또는 만날 수 있냐 등의 문자를 보내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8

향일고등학교

2학년 보고서

안심콜 도입

포항시가 주민들의 읍면동 청사 출입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15일부터 시청, 읍면동을 기준으로 080(수신
자 부담) ‘안심콜(Call) 출입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명부를 작
성하거나 QR코드 인증으로 출입을 하지만 수기명부 작성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허위·부실 기재로 인
한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있고, QR코드 인증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청, 읍면동 입구에서 해당 지정번호로 전화를 하면 발신자의 정보가 3초 만에
서버에 저장되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고 출입을 위해 기존처럼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기록된 정보는 수기작성 및 QR코드 인증과 동일하게 4주 후 자동으로 삭제 된다.

1.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공익이다가 94.5%, 개인정보 침해이다가 5.5%
로 공익이다가 월등하게 높게 나왔다.

2. 방역용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설문 한 결과 공공안전을 위한것이다가 97.3%, 개인정보 침해이다가 2.7%
로 공공안전을 위한 것 이다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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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진자의 동선공개방식의 변화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예가 20%, 아니오가 80%로 아니오가 4배나 더 많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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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할 때 쓰는 명부가 개인정보침해여부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설문을 해본 결과 예가 28.2%, 아니오가
71.8%로 나타났다.

2)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실시된 온라인수업에 대한 반응
갑자기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일상에 스며들어 우리의 생활 방식도 바꿔 놓았다.
이로 인해 사이버 수업이 현실이 된 것이다. 스마트폰과 PC가 널리 보급되었다고는 하지만 IT 기기 사각지
대 학생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에 지자체와 기업들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교사들은 한 시간 분량 수업이지만 아이디어 고민부터 촬영 및 편집까지 며칠이 걸린
다고 한다. 한 번에 많은 학생이 수업에 접속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새로
운 교육방법인 온라인수업이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또한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학
생들은 몇 달동안 친구를 만나지도 못한채 pc만 하니 청소년 우울증지수가 훨씬 높아졌고 pc이용시간이 늘
어서 사이버폭력,사이버도박등에 노출이 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온라인·미디어 사용 증가와 함께 늘어난 사이버 폭력, 도박 등
범죄 노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해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학
생들의 미디어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했다.온라인 게임 관련 비용으로 10만원 이상 고액 지출한 청소년은
기존 4.3%에서 온라인 수업 전환 후 6.2%로 약 1.9% 늘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온라인·미디어 사용이 늘면서 자살생각과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는 청소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은 20%,
사이버 폭력을 경험은 48.3%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시행 전인 2019한국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및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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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폭력 실태조사(한국청소년패널조사) 결과, 자살생각 13.1%, 사이버폭력 경험 19%와 비교했을 때 크게
높아진 수치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이러한 정보등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 학생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여서 우리가 직접 중,고등학생 약
1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의 차이점, 만족도, 수업방식, 성적향상여부, 등등에 대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1. 온라인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매우불만족
이 10.9%, 불만족이 18.2%,만족이 54.5%, 매우만족이
16.4%가 나왔고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82

향일고등학교

2학년 보고서

2. 오프라인수업과 비교하여 온라인수업의 질의 차이여부에 대
해 조사해본 결과 동일하였다가 39.1%, 큰 차이가 있었다가
60.9%가 나왔고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3. 수업의 질에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항목에 응답한 학생들에게
만 어떤 수업방식이 더욱 효과적이였는지 물었더니 오프라인이
59.1%, 온라인이 30.9%, 응답없음이 10%로 오프라인을 선택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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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에 가장 큰 장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오프라인이 더 집중이 잘돼서가 56.4%, 온라인이 더 집중이 잘돼서가
17.3%, 온라인은 수업을 다시 볼 수 있어서가 61.8%, 오프라인은 반
언어적,비언어적표현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가 15.5%로 온라인수업을
다시 볼 수 있어서라는 항목이 가장 높았다.

5.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온라인의 수업방식은 어떠하였는지에 대
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 강의식이 93.6%, 참여식이 19.1%, 토론식이
3.6%, 발표식이 16.4%로 강의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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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수업이후 응답자들의 학업성적향상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
과 나빠짐이 22.7%, 거의 동일이 57.3%, 나아졌음이 16.4%, 아주 좋
아짐이 3.6%로 거의 동일이 가장 높았다.

7.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설문조사 해
본결과 오프라인이 62.7%, 온라인이 37.3% 으로 오프라인이 온라인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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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재난 보조금으로 인한 사람들의 소비심리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 부진을 겪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

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중국의 감염시작에 따른 산업부진으로 인한 수출부진에 이어

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사들도 앞다투어 올해 경제성장 전

있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진국의 경제는
3) 국가 재난 보조금으로 인한 사람들의 소비심리변화

예측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로 예상되는데, 밑의 표를 보면 20년 1/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 부진을 겪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출에 대한 의

의존도가
대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대분분이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
높은지출과
대한민국의
경우 중국의 감염시작에
따른 산업부진으로
인한마이너스
수출부진에 이어
미국과 유럽으로

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된
세계가장
유수의큰
신용평가사들도
앞다투어19
올해이후
경제성장
전망을 공급망
하향조정하고
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이유는 코로나
글로벌
붕괴, 국가간 무역
있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진국의 경제는 역성장할 것으로

민들의 소비심리 위축 등이 있는데, 앞의 두 가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
예측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로 예상되는데, 밑의 표를 보면 20년 1/4 분기 국내총생산

야의 하는
문제이다.
대한 지출과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대분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 국가간 무역 및 이동 제한, 국
민들의 소비심리 위축 등이 있는데, 앞의 두 가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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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대한민국은 재난기금 지급을 통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반
짝 매출효과만 낼 수 있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중소기업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기업이 느끼는 피해 정도는 높음이 대부분이었고 낮음은
따라서 이에 대한민국은 재난기금 지급을 통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반
13.5% 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의 1/4분기 경영상황은 국내 매출액과 해외 매출액뿐만
짝 매출효과만 낼 수 있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중소기업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기업이 느끼는 피해 정도는 높음이 대부분이었고 낮음은
13.5% 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의 1/4분기 경영상황은 국내 매출액과 해외 매출액뿐만
부분에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아니라
이에모든
대한민국은
재난기금 지급을 통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반

짝 매출효과만
낼 수 있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활성화에
있다. 실제로
경기도 중소기업
국가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실제로 어떻게 다시
변화하였는지
, 소비구조의
얼마나 영
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여서 직접 중,고등학생 약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기업이 느끼는 피해 정도는 높음이 대부분이었고 낮음은
국가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소비구조의 활성화에 얼마나 영

13.5% 밖에
차지하지
않았다궁금하여서
. 또, 경기도
중소기업의
1/4명을
분기대상으로
경영상황은
국내
매출액과
해외 매출액뿐만
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중
,고등학생 약 110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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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난 보조금 사용여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예가 94.5%, 아니오가 5.5%가 나왔다.

2. 국가재난 보조금으로 인한 가정의 소비증가 여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예가 60.9%, 아니오가
39.1%가 나왔다.

3. 국가재난 보조금으로 국가의 소비구조 활성화 여부를 설문한 결과 예가 73..6% 아니오가 26.4%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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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난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예가 87.3%, 아
니오가 12.7%로 나타났다.

4) 코로나 19로 인해 묻혀진 주요 시사 문제
코로나19로 인하여 묻혀진 시사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코로나 19로 인해 묻혀진 기사 중 몇가
지를 살펴보자면 1 . 4.15총선은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총선에 대
한 관심도가 뚝 떨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일정에 맞춰 진행하려던 행사들도 미루고 있다. 선거보다는 신
종 코로나사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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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5월 25일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발
생했다. 전 세계적 이슈인 만큼 들어보신 분들도 많지만 코로나 기사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3. 양돈 농가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코로나 19 시기에 터져 기사가 묻혔다. 지난 19개월 동안 수백만 마
리의 돼지가 전염병으로 죽어 나갔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대응은 더욱 방치됐다. 로이터통신의
조사 결과 ASF의 급속한 확산은 중국 당국이 체계적으로 발병을 축소했기에 가능했다고 규명했다. 코로나
19 대응에서도 중국 정권의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실책이 드러났는데, 인체 감염 위험이 높은 전염병에 대
해 국민은 침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전염병의 실
상을 폭로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단속하며,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코로나 만큼이나 치명적인
치사율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 쪽으로 치우쳤다.

90

향일고등학교

2학년 보고서

이러한 많은 시사 문제들이 묻히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가짜.과장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기사가 나
오지만 사람들은 언론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는 아주 중요했다. 하지만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사용했으며 ‘마스크 여전히 대란’ ‘긴 줄 서는 시민
들 불편과 같은 기사만 내보내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또 불꽃놀이 폭죽에서 나오는 연기가 코로나바이러
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 참기름이 감염을 막는다, 소금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외출 후
옷이나 가방 등을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등 거짓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와 사람들의
정서불안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러하여 언론들은 다방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앞의 이야기를 보자면 언론들은 자신
들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보다는 이익을 위하여 나아가고있다. 언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보자면 언
론은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정보를 언론이 제
공하기 때문에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언론에서 알려
주고 짚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며 또 언론에서 어떤 의견을 강조해서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언론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국민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언론의 자유가 억압을 받으면 안된다. 제한 없이 취재하고 진실을 알
리기 위해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언론이 그 자유를 잘못 쓰지 않도록 국민이
잘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언론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면, 국민은 국가와 정치에 대해 잘못
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다. 언론이 정직하고 공정한지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5. 탐구결과
5-1. 연구결과, 알게 된 사실 또는 느낀점을 개조식으로 작성하기
1)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신상 및 출입증명부작성에 대해 공개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동선 및 신상공개에 대하여 공익이다(국민들의 알 권리이다)라고 답한 응답수가
94.5%로 월등히 높았으며 방역용 개인정보에 대해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답한 응답수가 97.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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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개인정보를 온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케이스도 분명 있었다. 확진자의 동선공개 후 여러 매체를 통해 확진자가 다녀온
장소가 한동안 실시간검색어에 뜨는 경우가 있었고 출입방명록를 통해 개인 이름, 전화번호를 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 연락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등 이번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실시된 개인정보 명부가
악용된 사례가 존재했다.
2)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오프라인수업대신 처음으로 온라인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온라인수업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오프라인이 더 효과적이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고 가장 큰 장점을 하나 꼽으라면 오프라인이 더 집중이 잘돼서, 와 온라인은
수업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라는 항목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온라인의 수업방식은 강
의식이 93.6%로 다양한 수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었으며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수업으로 변경된 이 후
학업성적의 차이가 거의 동일하다는 항목이 가장 많았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수업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
라고 생각하냐는 항목에서는 오프라인이 62.7%로 온라인(37.3%)보다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온라인보
다 오프라인 수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더욱 많았지만 온라인수업은 수업방식이 한정적이라는 요소만
빼고는 거의 동일했다.
3)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 부진을 겪게 되며 정부가 대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
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잠시나마 어떻게 변화했는지, 국민들이 지원금의 지급이 사회의 경제
의 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94.5%로 대다수가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소비가 증가
하였다고 응답한 수는 60.9%나 차지하였고, 국가재난 지원금으로 국가의 소비구조가 활성화 되었냐는 설문
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가 73.6%나 차지하였지만 두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응답자들도 적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두가 국가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가 완전히 활성화 됐었다고 느꼈던 것은 아니었
고 따라서 국가 재난금 지원만이 현재 경제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4) 코로나 19로 인하여 묻힌 주요 시사 문제들에 대하여 조사해보았다 . 많은 시사 문제들 가운데 돼지 열
병과 , 4 .15 총선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를 꼽아보았다 .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분야에서 묻힌
기사들이 많았고 코로나 19의 주목으로 인하여 피해가 상당했다고 생각했다 .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긴 문
제들도 많았는데 그것은 가짜 뉴스이다 . 언론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코로나 19를 이용하여 자극적
인 기사를 선보였고 이러한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은 언론이 제시한
대로 믿기 떄문에 이점에서 언론들은 더 정직하고 공정하게 나아가야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5-2. 그림 또는 사진(그림/사진 파일을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할 것)
김태연: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느낀 점을 쓰고자 한다. 조원들
이 각자 진로가 달라 이걸 우리의 장점으로 잡고 연구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코로나
로 인해 변화된 우리 사회에 대해 다각도로 바라보는 시선을 연구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언론, 경제, 제
도,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바라본 변화된 사회에 대해 문헌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를 하면서 현재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 대한 생각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코로나라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확진자의 동선
이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보고 문헌 연구를 하며 학생들이 의외로 온라인 수업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
라보는 시선을 키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선을 기반으로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다.
서혜원:이번 프로젝트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변
화하였으며 우리 조원들은 진로가 다양해 경제, 언론, 제도,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 조사하였다. 이번
문헌조사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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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의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확진자 동선 및 신원을 공개하는 것에 개인 정
보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한 번 더 놀랐다. 이 다양한 분야 중에서 언론 쪽으로 더 심화하여
조사하였다. 평소에 언론으로 인해 사람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가짜. 거짓 뉴스로 인해 많은 불
편함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 다양한 관점으로 조사할 수 있었고 기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 같
다.
정에원:올해는 공상과학만화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2020년이다. 만화처럼 다른
행성을 탐사하고, 하늘과 우주를 날아다니는 탈 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갑자기
현실이 된 미래의 일상이 있다. '온라인 개학과 수업'이 바로 그것이다.이번 코로나이후 바뀐 사회라는 주제
로 탐구를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나는 교육이라는 테마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오프

라인수업이 불가해지면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로인해 학생들이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해 보니 예상외로 온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전부터 온라인수업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어왔었는데 이번기회를 통해 온라인수업을 실시해보고 직
접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우리나라 온라인수업의 전망이 밝다는걸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온라인수업
방식이 한계성을 띈다는게 큰 아쉬움을 남긴다. 아직은 대부분이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온라인교육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하고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수업방식이 활성화가 된다면 오프라인수업과
큰 차이 없게 토론식이나 발표식으로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온라인수업
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PC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들에 노출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얻
게 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흐름에 맞춰 언제든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
해야 할 것이다.
윤다연: 코로나 19 이후의 변화를 경제와 교육 그리고 언론의 관점으로 조사해보며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더 선호 한다는 것에 더 놀라웠고 의외로 온라인 수
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언론면에서는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확진자 동선을 공
개한다던지 확진자에 대하여 알린다던지 등등 여러가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조사해보니 이러한 코
로나 19의 언론들에 의해 다른 이슈들이 많이 묻혔고 이로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조
사 과정 중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이전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다방면으로 비교하여 조사하고싶
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 19 이후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우
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한다 .
이가현: 이번 창의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로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다방면에서 연
구를 진행해 보았다. 5개의 주제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경제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진행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역성장의 형태를 띄고 있고 이전 형태의 경제 구조로 다시 돌아가
기는 힘들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피해를 감소시켜 주지는 못했고, 국민들도 모두가 이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였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지않았던 것으로 보아 국가가 국민들의 소비심리 증가를 위해 다시 재
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보단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부가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
각이 들었다. 기업들이 살아나야 우리 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현재 역성장 중인 경제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느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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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헤지하그 (감자와 방울토마토)
조장: 20702 박나령
팀원:
20606 이승민
20722 이재원
20805 정다예
20806 지가은
예비조사 :
< 밀웜이 환경을 고려한 스티로폼 분해 >
한 연구팀은 밀웜 뱃속에 사는 강력한 박테리아는
플라스틱을 분해해 양분을 만들고 나머지는 유기폐기물로 배출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때 밀웜 뱃속에 사는 강력한 박테리아가 exiguobacterium 이다.

바로 이 미생물이 밀웜이 스티로폼을 분해할수있게한다. 추가로 밀웜이 분해한 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지 밝혀낸 실험은 다음과 같다.
밀웜 100 마리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한 달 동안 매일 34~39 ㎎의 스티로폼을 먹인다. 그 결과 섭취 후
24 시간이 지나자 밀웜은 플라스틱의 절반 정도를 이산화탄소로 전환했고, 나머지는 농작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기폐기물로 배출했다.
게다가 플라스틱을 먹고 자란 밀웜들과 일반적인 사료 등을 먹은 밀웜들의 건강상태는 똑같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밀웜의 장에서 아예 영양소와 무해한 찌꺼기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밀웜이 스티로폼을 손쉽게 섭취한 뒤 약 50%의 이산화탄소와 50%의 생분해성 배설물의 비율로 배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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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있다.
밀웜 장속에 있는 소화미생물이 스티로폼을 분해하며 스티로폼 을 분해하는 밀웜에 안좋은 영향을
주지않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먹은 밀웜이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어 사람에 밥상에 올라왔을때, 즉
먹이사슬에 의해서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왔을때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밀웜이 스티로폼 분해에 이용될수있다.
밀웜(갈색거저리, 고소애, Mealworm beetle)
갈색거저리의 유충을 바로 밀웜이라고 하는데, 식용 시판명으로는 고소애라고 한다. 어류, 조류,
포유류, 식충식물, 거미나 전갈, 다른 곤충들의 대표적인 먹이로 잘 쓰인다. 주로 반려동물의 먹이
와 식용 곤충으로 많이 사용된다. 관리하기 편하다. 물론 먹이를 통해 수분을 공급해 주긴 해야
하지만 못 먹는게 뭔가 싶을 정도로 아무거나 다 먹는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유충이기 때
문에 냅두면 번데기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약하게 냉동보관을 해서 번데기로 변하는
것을 막거나 아예 냉동밀웜도 따로 판다. 이름부터가 "Meal(식사)" 벌레다. 말랑말랑할 것 같이 생
긴 생김새와는 달리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만져보는 사람은 놀라기도 한다. 이 딱딱
한 껍질 때문에 소화하기 힘들어하는 동물도 있으니 무조건 사먹이지 말고 충분한 사전 조사필요.
거저리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자생하는 딱정벌레류다. 성충의 크기는 사람 새끼손가락 손톱
급으로 작으며 이름처럼 갈색 계열의 색을 띠고 있다. 날개가 퇴화되어 있는 거저리 종류이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날 수 있는 곤충이다. 저공비행으로 단거리를 난다. 그래서 연구소 사육실같이
사육 상자에 틈이나 일부가 열려있는 사육 상자 같은 경우에는 갈색거저리가 종종 바닥으로 튀어
나온다고. 대다수의 거저리를 포함한 딱정벌레 종류가 그렇듯이 성충은 체내에 취선이 있어 손으
로 잡으면 웬만한 먼지벌레랑 비슷할 정도로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좁은 곳에 높은 밀도로 유충
을 모아두면 애벌레 령의 수가 훌쩍 늘어난다. 군거성 곤충이라 한데 모여있어도 잘만 번데기를
짓는다.
화랑곡나방(쌀벌레, Indian mealmoth)의 유충
나비목 명나방과에 속하는 해충으로, 악명 높은 쌀벌레 중 하나. 쌀 등의 곡류제품을 보관해둔 곳
에는 관리가 조금이라도 허술하다 싶으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벌레가
바로 화랑곡나방이기 때문에, 흔히들 쌀벌레라 부르는 벌레라면 쌀바구미와 더불어 바로 이 나방
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15도 정도의 실온에서도 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며, 더욱 따뜻한 환경이
면 부화율이 급증한다.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더 기승을 부리고 여름 이외의 계절이라도 난방이
잘 된 시설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추운 계절이 지나고 날이 풀리는 시기에, 만약 한 마리
라도 보인다면 맞설 각오를 다져야 한다. 성충은 보이는 족족 방제를 해야 할 것이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섬유질은 종류를 막론하고 분해할 수 있고,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므로 쌀과
밀가루 같은 곡물류는 물론, 종종 말린 고추나 한약재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 껍질을 싹 훑
어 먹고 하얘진 나무에서 나오거나, 오래 방치해둔 이불이나 옷 속에서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의
류에서 나올 때 무진장 소름 돋는다. 더 악랄하게도 진공포장만 아니라면 밀폐된 용기, 봉지 등도
뚫고 들어가 라면은 물론이요, 풍요로운 저녁을 위해 마련해 둔 파스타, 페페론치노에 미리 잠입
하여 속부터 먹어치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너무 써서 방치한 고농도의 다크 초콜릿도 조금 갉아
먹었다는 사례도 있다. 그야말로 흰개미와 바퀴벌레에 맞먹는 식욕. 심지어 비타민 영양제나 기타
감기약등 알약도 다 먹으며 더 이상 먹을게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족포식까지 하기
때문에 죽은 애벌레나 번데기까지 먹어치우는 극단적인 생존 전략을 사용한다. '나방'이므로 알-애
벌레-번데기(고치)-성충의 시기를 걸치는 완전변태를 한다. 알은 좁쌀보다도 작은 타원체에 검정과
다홍색이 섞여 있다. 애벌레는 누에처럼 갓 태어났을 때는 아주 새까맣지만[1] 시간이 흐르며 색
이 점점 밝아져서 흔히 알려진 대로 밝은 노란색이 된다. 쌀통 안에서 쌀의 눈[2]을 먹으며 지내
다가, 탈피 과정 없이 고치를 짓고 번데기가 된다. 한 고치 옆에 또 다른 개체가 고치를 만들기도
하므로 고치 때문에 쌀이 여러 개 엉겨붙은 듯한 모습이 되기도 한다. 나방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해서인지 한 세대가 엄청나게 짧다. 애벌레는 강한 이빨과 턱을 갖고 있어 봉지나 플라스
틱까지 뚫고 들어가 곡류와 같은 음식물을 먹으므로 해충으로 불린다.
곤충의 플라스틱 분해
북경 베이항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플라스틱 폼 문제 해결의 단서
를 굶주린 밀웜의 뱃속에서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밀웜 뱃속에 사는 강력한 박테리아를 발견해서
스티로폼을 먹였다. 박테리아는 스티로폼을 분해해 유기폐기물로 만들었다. 이 박테리아를 더 연
구하면 스티로폼을 분해할 수 있는 인공 효소를 개발할 수도 있다. 밀웜의 몸 속에 있는 박테리아
의 분해 능력이 궁금해진 연구진은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을 밀웜에게 먹여 보던 중에 스티
로폼을 분해하여 유기폐기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격적인 재현성 실험을
위해 연구진은 밀웜 100마리에게 한 달 동안 매일 34~39㎎의 스티로폼을 먹였고, 그 결과 밀웜은
스티로폼의 절반을 이산화탄소로 바꿔 배출했으며,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설한다는 점도 규명했다.
배설한 대변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연구진은 정밀 분
석을 실시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밀웜의 배설물이 작물 재배용 흙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 안
전하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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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문제인식 : 환경을 고려한 플라스틱 분해방법은 없을까?
가설 : 밀웜 장내 미생물이 스티로폼 류의 플라스틱을 분해할 것이다.
통제 변인 : 총 밀웜의 약 250개 (약 250g ; 톱밥을 포함한 무게이다)
서식지의 크기, 실험 장소 , 실험 일 수 , 밀웜 종 , 밀웜의 크기 ,
스티로폼과 톱밥의 양 , 수조 마개(호일)의 구멍 개수
조작 변인 : 온도 습도 빛의 유무
종속 변인 : 환경 조성에 따른 스티로폼 섭취량

A
B
C
D

:
:
:
:

조명
조명
조명
조명

x
x
o
x

–

온도
온도
온도
온도

조작
조작
조작
조작

x, 적당한 습도
x, 높은 습도 (상대적)
o, 적당한 습도
x, 적당한 습도 빛 차단

실험군 B,C,D
대조군 A
실험과정
1. 크기와 종이 같은 밀웜을 동일한 수조에 같은 양으로 나누어 넣는다.
2. 수조 A,B,C,D 조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3. 모든 수조에 같은 양의 톱밥과 스티로폼을 넣는다
4. 2주 가량 습도 조절 및 온도 유지를 하며 관찰한다.
실험 결과 모두 평범한 조건을 가진 A 수조에 있는 밀웜이 가장 플라스틱을 많이 섭취했다.
그 다음으로는 B,C,D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섭취했다.
실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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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A B
C D
습도조절 수조 외의 평균 습도

습도조절 한 수조의 습도
고찰 및 느낀 점
빛이 없고, 습도가 높은 서식 환경을 조성한 밀웜 집단이 가장 스티로폼을 잘 분해할 것이라는 가설과 달
리 대조군이 가장 스티로품을 많이 분해하였다. 이 점에 의구심을 느낀 우리는 패인을 분석하였고, 과학
실 내에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학실은 학생들이 하교 후 모두 불이 꺼지기 때문에
조명을 직접적으로 설치한 밀웜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의 밀웜들은 모두 다 불이 꺼진 상태로, 변인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과학실내에는 일정량의 습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습도를 높인 밀웜
집단의 경우 다른 밀웜들의 습도보다 두 배 이상의 습도를 맞추어 주었기 때문에 변인을 과하게 설정해
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험을 진행한 환경이 화학약품이 자주 쓰이는 향일
고등학교 1과학실이였기 때문에 밀웜 집단들이 화학약품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밀웜이 쓰레기를 분해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쓰레기 분해 능
력이 저하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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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험을 통해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예측했던 결과와 달랐음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빛에 대
한 변인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밀웜의 쓰레기 분해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습도에 대한 변인을 과하게 설정하여 습도가 과다하면 밀웜 집단이 쓰레기 분해를
원활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견주어보아 밀웜의 쓰레기 분해 능력은 빛이 없고
일정량의 습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알아보기
화학) 밀웜이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해 조사해보았다.
논문참고) 20세이후 콜라게네이즈(collagenase), 타이로시네이즈, 엘라스티네이즈(elastase), 젤라틴네이즈
(gelatinase) 등 발현이 증가하여 기질 단백질을 분해하여 피부의 주름살 증가 및 탄력 감소 등 증상이 나
타나는데 밀웜과 청국장 균주와의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밀웜 펩타이드가 이 효소들의 기능을 저해하며
피부 노화작용을 방해한다는 논문을 찾아보았다. 또한 green tea는 화장품 원료로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로
밀웜 펩 타이드의 주름방지 효과와 비교하였을 때, 상업효소와 B. natto 유래 단백질 분해효소를 이용하여
생산 된 밀웜 단백질 유래 펩타이드의 활성저해가 green tea 추출물 보다 우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점으로 보아 밀웜은 저분자 펩타이드화를 통해 미백과 주름방지 효과를 가져 화장용 생산 분야로 활용이
가능해 식품 및 의약품의 소재 활용도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 밀웜 기준 구성 성분은 조단백
질 41.6% 조지방 34.2% 조해분 2.94% 탄수화물 11.3%로 나타났으며 기타 물질이 10.2%가량 나타는 것으로
분석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밀웜 주요 구성 성분은 단백질로 나타나 밀웜이 고단백질 소재로 주요 성분
인 단백질 분해를 통해 기능성 펩타이드 생산을 위한 우수한 원료로 확인되었다.

참고 출처
https://cm.asiae.co.kr/ampview.htm?no=2019110416013394290
https://m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1N014
https://cen.acs.org/articles/93/web/2015/09/Mealworms-Munch-Polystyrene-Foam.html
https://www.huffingtonpost.kr/2015/10/02/story_n_8231008.html
https://youtu.be/V13ZZpIqyKo
https://pubs.acs.org/doi/full/10.1021/acs.est.8b02301# https://pubs.acs.org/doi/abs/10.1021/acs.est.5b02663
https://mb.ntdtv.kr/uplifting/%EB%9D%BC%EC%9D%B4%ED%94%84/%EC%8A%A4%ED%8B%B0%EB%A1%9C%ED%8F%
BC-%EB%A8%B9%EA%B3%A0-%EC%82%AC%EB%8A%94-%EC%95%A0%EB%B2%8C%EB%A0%88-%EB%B0%80%EC%9B%
9C-%EB%B6%84%ED%95%B4%EB%8A%A5%EB%A0%A5-%ED%83%81%EC%9B%9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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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영어의 중요성과 필요성
- 너와 나의 연결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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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주제 선정 이유
세계의 변화와 세계화 진행에 따라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졌으며 세계 전체가 하나의 생
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수 많은 국
가들은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영어는 의사소통
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설문 결과 학생들이 영
어를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시대적으로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결론
을 도출했다. 이에 대해 생긴 성인들이 가지는 영어 인식에 대해 알아보며 영어의 인식과
필요성에 글로벌화가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시장과 기업에 영어의 인식과 필요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였다.

2. 기대효과
오늘날에 세계 공용어로서 각 국의 의사소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화로
인한 글로벌 시장 증가에 따른 기업 간의 소통에 작용하는 영어의 능력에 인식을 높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어 능력을 인지하며 영어의 필요
성의 인식을 더욱 심화시켜 영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바라본다. 그로써 기업 간의 경쟁
부문에서 높은 효과를 보는 것을 기대한다.

Ⅱ. 본

론

1. 글로벌 시장
1) 글로벌 시장의 정의
넓은 의미에서 글로벌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어 실질적인 지구촌 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다. 또한 글로벌화는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어 지역 및 국가 간의 상호연관 관계가 증가하며, 국경이 낮아지고 거래 및 왕래의 빈도
수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경제사회 구조 및 국제질서가 크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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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인간관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레빗은 전통적으로 구별되어 존
재하던 국가 시장들이 단일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시장의 글로벌화
라고 하였다.
글로벌화는 국제화와도 비교가 된다. 국제화는 국가 단위로 시장이 구성되었던 상황에서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개방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글로벌화는 국경이 낮아짐으로써 국경에 따른 시장 구분의 의미 자
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인적교류를 포함한 개
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적 자원과 자본의 흐름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제품과 기술 그리고 서
비스 역시 각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 글로벌화는 앞으로 더 급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들은 글로벌화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생각해야 한다.
즉, 글로벌화란 각국의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며 통합된 하나의 경제체제로 융합되는 추세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별 국가시장에 대해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전 세계시
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시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글로벌 시장 촉진 요인
오늘날 세계경제는 하나로 통합되는 추세로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유기적이고 긴밀
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가는 글로벌화 과정에는 기술의 진보, 무역
장벽의 감소와 같은 글로벌화 촉진 요인이 있다.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빠른 기술의 진보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개발에
있다. 전자 산업과 통신 산업 등 첨단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
매해 지속적인 연구개발비를 마련한다.
또한 통신, 정보 처리, 교통 및 운송의 발달은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
며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1)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국가 간의 시간, 공간 영역을 축소
시키고 글로벌 커뮤니티를 탄생시켰다.
통신 기술과 더불어 교통 및 운송 분야에서도 상용 제트 항공기와 초대형 화물 선박의 발명
그리고 국제적 물류수송 작업을 단순화시켜 주는 컨테이너 방식 등의 중요한 기술 혁신이 일어
났다.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은 운송비용을 크게 감소시켰고 보다 저렴한 비
용으로 국제적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술 발전은 기업의 서비스 무역과 국제적으로 분산된
경영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1) 세계 규모의 거미집 또는 거미집 모양의 망이라는 뜻으로, 하이퍼텍스트라는 기능에 의해 인터넷
상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광역 정보 시
스템 및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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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국제 수요가 침체되면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제무역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한 서구 선진국들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인 2)GATT를 체결하였다. 이후
GATT 협정의 대상에 서비스를 포함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국제무역 시스템을 감
독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무역 협상을 통해서 재
화와 서비스 등 각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고 있다. 따
라서 기술의 이전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자유로워졌으며 자본시장 역시 개방되어 자본의 이동
도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무역장벽의 감소는 생산과 시장의 글로벌화와 기업
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글로벌 시장의 영어
1) 영어에 대한 인식
오늘날의 영어는 학습에 있어서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하게 여겨질 뿐더
러 길거리만 나가도 영어가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이 우리에게 필수가 된 영어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어떤지 알아보았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은 오늘날 영어가 단순히 어느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지구촌 사회에 각 국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특별
한 기능을 하는 것,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영어를 학습해야 하는 것으
로 생각하고 있어 국제 사회에서 국제어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선호반응
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논문 결과에 따라 한국 고등학생들은 영어가 세계 각 국에서 쓰이는
언어로써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영어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발표한 논문에 따
르면, 세계에는 약 3억 7천 만 명의 원어민과 거의 20억 명의 비원어민 영어사용자가 있으며 이
것은 세계 인구 중 대략 4명 중 한명이 영어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많은 인구가
영어를 사용하며 영어가 미국이나 영국만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2) 영어의 필요성
국경이 낮아짐으로써 국경에 따른 시장 구분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글로벌 화가 진행되는
오늘날에 각 나라의 의사소통은 중요시 된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나
라들 사이에서의 교역을 위한 의사소통 진행에 관심을 가졌다.
세계가 변화하면서 영어가 필요성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미 세계인들은 영어를 의사소통을 위한 공용어로 사용해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이나
2)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
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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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것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다양한
나라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에 마땅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의
고등학생과 성인은 영어를 미국이나 영국만의 언어가 아닌 세계어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
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영어의 필요성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글로
벌화 진행에 따른 우리에게 가장 필요시 될 영어 능력은 영어를 각 국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
로서 보다 주도적으로 영어를 활용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이다.

3. 기업의 영어 교육
1) 기업 내 영어 교육의 필요성
글로벌화와 국제화로 인해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듯 세계는 기술과 정보의 발달에 따라 안정
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기업은 세계화하지 못하
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세계는 글로벌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정보와 기술을 신속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교류가 예전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
벌화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국제 이해의 수단으로써 외국어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가
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국제화를 위해 영어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영어라는 언어의 도구적인 유용성
은 크다. 영어로 된 지식의 총량이 크고, 체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취업이 더욱더 힘들어지자 취업 준비생들과 직장인들은 자기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어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어 기업의 경쟁력, 국가 간의 교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게다가 2007년 비즈니스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10대 브랜드 중 1위는 코카콜라(653억
달러),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587억 달러), 3위 3)IBM(571억 달러), 4위는 4)GE(515억 달러), 5위
노키아(337억 달러), 6위 도요타(321억 달러), 7위 인텔(310억 달러), 8위 맥도날드(294억 달러),
9위 디즈니(292억 달러), 10위 메르세데스(236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에 영어를 모국어
로 쓰는 국가들의 기업이 80%를 차지한다. 이것은 기업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영향력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성공한 다국적기
업은 세계시장에서 기준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하여 시장의 대세를 장악하고 단일화된 글
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3) 기업 컨설팅 및 IT솔루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4)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디지털산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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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입사 면
접 시 영어 회화 능력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되었다. 영어 회화 능력이 기본적 의사소통이 가
능한 수준 미치지 못하면 면접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시에
영어 실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면접 시 발표 능력, 인성, 직무 적합
도와 함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고 5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영작을 주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구성원들은 영어 교육을 통해서 보다 새로운 경영능력과 최신교육을 습득
해야 하며 기업은 기업구성원의 지식, 기능 및 기술 등의 능력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기업 내 영어 교육 현황
글로벌 시대의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기업구성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키워 보다 전문
적으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사내 온라인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온
라인 동영상 수업, 전화 영어 수업, 1대1 개인 레슨, 화상 영어, 모바일 영어, 기업체 출장 등 많
은 사내 영어 교육 제도를 마련했다.
현대그룹은 기업구성원들이 꾸준히 자사의 핵심가치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에 익숙한
지역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사내 온라인 영어 프로그램 'HK 어학당'은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어학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버 어학 과정, 오프라인 소그룹회화 교육과 1대1 개인
코칭, 화상 어학 과정, 전화 어학 과정. 어학 검정 과정을 운영하면서 상시 학습을 가능할 수 있
게 만들었다. HK 어학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풍부하고 다양한 양의 언어
입력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고루 함양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
았다.
2010년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인

5)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사내 영어 공용화’
방침을 밝혔다.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공용화 방침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토
익 점수를 활용한다. 전 직원들은 2년 안에 직위에 맞는 토익 점수를 받아야 했고 점수를 달성
하지 못할 시 승진에서 누락되는 것은 물론이고 직위에서 강등될 수도 있었다. 또한, ‘사내 영
어 학습회’를 운영하고 야근 대신 영어 야학을 장려했다. 토익 점수와 영어 교육을 통해 학습
된 영어 회화 실력을 평소 업무 환경에서도 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사내용 서류 작성이나 회의
시에도 모두 영어를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사내 영어 공용화를 통해 2010년 평균 526점이던
라쿠텐 직원들의 토익 점수가 2015년 평균 800점을 돌파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고 2018년에는
직원들의 90%가 기준 점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5) 일본의 2위 인터넷 쇼핑몰인 ‘라쿠텐 시장’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커
버하기 위한 각종 인터넷 서비스, 신용카드, 은행, 증권, 이동통신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IT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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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글로벌화란 국경이 낮아지고 거래 및 왕래의 빈도수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
가 구축되어 경제사회 구조 및 국제질서가 크게 변화되어 인간관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이다.
구별되어 존재하던 국가 시장들이 단일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글로벌화는 기술의 진보,
무역장벽의 감소와 같은 요소로 촉진되었다. 세계에는 약 3억 7천 만 명의 원어민과 거의 20억 명
의 비원어민 영어사용자가 있으며 이처럼 많은 인구가 영어를 사용하며 영어가 미국이나 영국만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어로 인식하고 있다. 세계화와 국제화로 영어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
대의 많은 기업들이 입사 시험에 영어 회화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사내 영어 교육 제도를 마련했
다. 그 사례로는 현대그룹의 ‘HK 어학당’과 일본 기업 라쿠텐의‘사내 영어 공용화’방침이 있
다.
비즈니스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10대 브랜드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들의 기업이 80%
를 차지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현재 기업에서 사
용되는 영어의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더욱 심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합한
기업 경쟁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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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내용 : 트랜지스터의 기초 및 특성

1. 개요
가. 트랜지스터의 발명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직후엔, 당시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이자 전자산업의 원동력이었던 ‘진공관
(vacuum tube)’을 대체할 만한 전자 증폭기의 개발이 학계의 큰 화두였다. 큰 부피와 엄청난 전력 소모,
짧은 수명 등 진공관의 단점이 컸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 최대의 통신회사 AT&T(American Telephone
& Telegraph)의 벨 연구소에서는 통신 시스템 발전을 위해 진공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초기 통화 서비스는 교환원을 통해 운영됐지만 인건비 문제로 인해 자동식 교환기를 도입했다. 그러나, 점
점 통화량은 늘어 가는데 교환기의 고장, 잦은 통화 단절 현상이 심해져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본격적
인 연구를 시작했는 데 그것이 곧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벨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인
력으로 팀을 구성해 연구를 추진했고, 그들 중 이론물리학자인 쇼클리와 바딘, 실험물리학자인 브래튼 이
세 명의 과학자가 반도체도 진공관처럼 전기신호를 증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성공하게 된다.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과학자들은 1956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고 그 업적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인 월터 브래튼은 "연구는 항상 발전하는 것이므로 트랜지스터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전자 물질이 나올
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트랜지스터를 발명하기 하루 전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었다"고 말하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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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랜지스터의 정의
1)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교대로 접합하여 만든 것으로,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여 증폭 작용과 스위칭
작용을 함
2) 가볍고, 소비 전력이 적으며, 가격도 저렴하여 대부분의 전자 회로에 사용되고 있음
다. 트랜지스터의 재료
트랜지스터는 초기에 게르마늄으로 만들어졌으나 게르마늄은 약 80°C에서 기능이 파괴되는 결점이 있어,
지금은 대부분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 실리콘은 약 180°C까지도 견딜 수 있다.

라. 구조
1) 이미터(emitter : E) : 전류의 반송자로 주입하는 전류
2) 베이스(base : B) : 주입된 반송자를 제어하는 전류 공급
3) 컬렉터(collectoer : C) : 전류의 반송자를 모으는 부분의 전극
4) 반송자 : 전압이 가해질 때 움직이는 반도체 내의 전하
5) 반도체의 접합 순서에 따라 pnp형 트랜지스터와 npn형 트랜지스터가 있음

마. 스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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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증폭작용

사. 증폭이란 적은 양의 전류로 많은 양의 전류를 컨트롤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함

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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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지스터의 현재와 미래

가. 소형화와 집적도
트랜지스터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될수록 트랜지스터는 점점 작아졌고, 집적과 대량 생산에 유리한
MOSFET 구조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이후 집적회로(IC)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심어 반도체 칩 성능을 향
상하려는 제조기업 간 경쟁은 점차 심화됐다.
나. 기업들은 미세공정 수준과 더불어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자사의 기술력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고, 초
기 컴퓨터에 약 2300개 정도 사용된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현대에 들어 수십 억개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에
산업·소비자용 전자제품의 성능 개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불과 10년 만에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뤄낸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다.
다. 미래형 스핀 트랜지스터
하지만 단순한 소형화는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현재 가시
적인 성과를 보이는 연구 중 하나가 바로 스핀(Spin) 트랜지스터다. 스핀 트랜지스터는 전자의 이동 뿐 아
니라 회전 정보까지 디지털 신호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해 트랜지스터의 성능과 저전력 수준의 한계를 또
한 번 돌파할 수 있는 획기적 구조를 갖고 있다. 만약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1회 충전에 수 주에서 한달까지
작동하는 스마트폰, 부팅 없이 파워를 누르자마자 켜지는 컴퓨터, 고성능 AI 기기, 전력 소모가 대폭 줄어
든 슈퍼 컴퓨터, 양자 컴퓨팅 응용, 무어의 법칙 부활 등이 가능해지며 전자산업은 또 한 번의 혁신기를 맞
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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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데이터 사회로 인한 이점과
보완해야할 점
30416 김진숙
30424 유성연
30432 한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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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2차 감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취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동선

을 파악했다. 국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동선을 재난문자로 알려주어서 국민들에게 코
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확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감염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이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에 사용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과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바이오, 소셜, 생

산, 금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한 국내

기업중 하나인 SK텔레콤은 SNS, 소셜 데이터, 검색키워드를 이용하여 고객, 사회 트랜드 파악 및
기업이미지 파악, 홍보에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스마트 아티스트 마케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즉 SNS, 키워드를 분석하여 아티스트들의

활동 방향 및 이미지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SK 텔레콤은 이외에도 모바일 광고 분석, 소셜 데이
터 분석 등 다양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새롭게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주요 카드업체들은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신규상품 개발 및 상품추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

고 있다. 한가지 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카드이용서비스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
사회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을 많이 떠올린다. 중국은 현재 중국정보통신연구원

(CAICT)이 발표한 ‘2017년 중국 빅데이터 발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국 기
업 가운데 59.2%가 데이터 분석 관련 전문 부서를 설립했다고 했다. 27.3%의 기업도 빅데이터 분
석 부서를 설립한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중국은 빅데이터 활용 분야도 광범위하다. 인터넷·소
프트웨어정보통신 분야를 넘어 금융·제조·교통·물류·에너지·의료·행정·과학교육 및 농립어업 분야에서

도 빅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사회로 발전한 중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중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빅데이터 사회로 인한 이점과 보완해야할 점을 알아보고 빅데이터 사회
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연구방법

중국의 빅데이터 사회와 빅데이터가 활용된 경찰, 미디어 및 게임, 의료분야에 대한 이점과 보완
해야할 점을 논문에서 찾아 조사하는 문헌연구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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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수집 방법

중국의 경찰, 미디어 및 게임, 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뉴스 기사 자료와 논문들의 자료

를 활용하였다.

2. 연구내용

빅데이터 사회인 중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경찰, 미디어 및 게임, 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한 이점과 보완해야할 점을 찾아보고 한국에 빅데이터 사회가 된다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3.경찰
중국은 막대한 가입자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축적한 중국 기업이 정부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

기도 한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 등 정부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중
국 공안부는 전국 단위의 공안데이터 업무지도팀을 조직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범인 검거율 제고와

과학수사를 확대했다. 중국 인민법원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으로 사법 공정성과 국민 법률 서비스

를 강화하고 중국 천역 각급 법원의 4490만 건의 재판문건을 토대로 각종 법률 정보과 서비스를 제
공하는 중국재판문서밍(中國裁判文書網)서비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은 민생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국민 감시 강화의 문제점도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시진핑 정부의 국가 빅데이터 전략 정책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 공권력
강화를 통한 과잉 사법 등의 인권침해 요인이 있다. 중국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과 활용은 국민
통제가 더욱 쉬워지고, 민족분열 방지와 범죄자 색출에 빅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빅

데이터 활용은 갈수록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한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강화를 통한 과잉
사법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되어지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려주
고 국민들의 사생활 참해가 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침범했을 시에 대응방안을 생각해

서 조정해야한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빅데이터 사례중 하나는 해양경찰청이다, 해양
경찰청은 해상교통관재(VTS)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해상교통 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안전

에보 시스템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연구 개발은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관제 정보를
수집·저장·분석하여 해상에서의 위험 상황을 예보하는 해성교통관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
다. 이 연구 개발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해양사고 위헙을 사전에 예측·경보할 수 있는 스마
트 관제 지원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범죄자 색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

전을 위한 재난문자 등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 범죄자를 잡기위해 사
용되어지는 과학수사, CCTV를 활용한 범인 검거,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리미 등 범인 검

거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한다, 범죄자의 인권 훼손과 개인정보

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중국과 같이 빅데이터에 대한
피해를 걱정한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것과 같이 빅데이터 사용 여부와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개인정보 유출해 대한 적정 기준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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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디어 및 게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급속한 팽창으로 오락이 만연하고, 사적인 데이터와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빅데이터(big data)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대중의 삶 자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의 감시 기능과 오용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이는 빅데이터의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디지
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개인적 일상생활의 투명화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와 경제
조직에 의한 사적인 디지털 정보 남용의 사례는 뉴스보도에 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이
수집된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적인 정보를 정 부와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안전이 영향
을 받게 된다. 특히 중국에서의 경제 조직에 의한 개인사적 디지털 정보 남용의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빅데이터의 수직 및 공유 기능을 이용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모으고 개인 모바일 기
기 등을 통에 정보 전달 및 소 비행위를 자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투명사회’에서 사는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일반인들의 사적인 정보가 비
밀리에 수집·분석되어 활용된다면, 그들은 치명적인 공격수단, 곧 ‘디지털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
출될 것이다. 요즈음 개인의 인터넷 정보가 수집되어 많은 ‘핫이슈’를 낳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인
육수색 (人肉搜索)’의 사례가 그것이다. ‘인육수색(人肉搜索)’은 중국 인터넷 용어이다. 인터넷 활용
도가 높아지면서 누구든지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중국 누리꾼들이 특정 개
인을 공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이나 연락 처 등 거의 모든 개인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것을 일
컫는다. 이는 한국어로는 ‘신상 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감정 커뮤니케이션
의 경향이 있어서 네티즌들은 어떠한 정보를 접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상 털기식 공
격은 일종의 인터넷 폭력이며,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다수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8월
20일 중국인터넷정보중심(CNNIC)이 42번째<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 통계 보고서>에서 발표했듯
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중국의 인터넷 네티즌 규모는 이미 8.02억 명에 달했고, 인터넷 보급률은
57.7%에 달했다. 중국은 자국의 인터넷 네티즌의 수가 너무 많은 까닭에 공동의 인터넷 데이터의
공유와 수집을 통해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했다. 네티즌 데이터 공유의 예로서 新浪新聞(2018. 08.
2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승객은 G334열차에서 ‘좌패(座覇)’ 30)를 만남”이라는 표제로 한 동영
상이 인터넷으로 퍼진 사건을 들 수 있다. 한 남자가 다른 여자의 열차 좌석을 뺏는 사건이 벌어졌
는데, 승무원과 열차장이 직접 와서 반납을 권해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 남자의 경멸적 태도와 경박
한 언행 은 인터넷 ‘간객(看客)’들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했고, 이 영상이 인터넷상으로 퍼지게 되면
서 네티즌들에 의해 남자의 신상정보 등 개인사적 정보들이 수색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었다.
해당 남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신장, 일상생활 사진, 교육배경, 회사정보, 혼인정보, 논문의 표절
가능성 여부를 논하는 문제까지도 일일이 인터넷으로 공유된 것이었다. 이것은 인터넷 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신상 털기’는 분명히 자유의 남용이고, 인터넷 시대에 정부의 감독 관
리 주체와 국민 개인 주체의 미디어 소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인터넷 미디어의 발
달로 네티즌들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빅데이터의 남용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미디어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의 미디어 소양이 그에 상응해 따라가지 못하
기 때문에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타인정보의 존중에 관한 미디어
교육이 절실해졌다. 중국의 페이스북 런런왕(人人网)은 게임 플랫폼 런런게임(人人游戏)을 서비스하
면 서 빅 데이터를 활용해 전체 게임 산업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 런런게임은 빅 데이터를 이용해 이용자 탈퇴 등 손실을 미리 예측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이용자
의 요구에 부합하는 게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중국 북경
대학과 함께 빅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 손실률을 예측하면서 이용자의 로그인 시간과 게임 플레이
시간, 유저의 레벨업 현황을 기록하는 등 이용자를 집중 관찰하였으며 이용자가 장시간 로그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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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손실경고가 떠 운영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법은 운영자가 이용
자 손실 상황을 인지할 수 있고 각종 방법을 고안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
라 콘텐츠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실용 가치를 지닌다. 추가적으로 게임 산업 내 빅
데이터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면 채널 분석 데이터는 채널의 모니터링을 통해 하나의 상품 혹은 하
나의 제품군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행위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어떤 채널의 홍보효과가 좋은 지 평가
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채널 분석형 빅데이터의 원리는 각 채널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용자를 교
차 대비시켜 이용자 행위를 분석하고 이용자 누적수량, 이용자 유지 및 사용시간 등의 데이터를 얻
을 수 있다. 이용자 유지 데이터는 이용자 유지데이터는 모바일 게임 개발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
는 데이터 중의 하나로 일간, 주간, 월간으로 나누어 통계를 진행한다. 현재 “얼마나 많은 이용자 가
남아있는가”를 통해 게임의 품질과 이용자 유지능력을 평가한다. 이용자 행위 데이터는 모바일 게임
유저의 캐릭터 레벨 상승, 게임 아이템 구입 등 행위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
해 게임 개발업자는 아이템의 수요량과 판매량을 파악할 수 있고 게임의 내용을 개선할 수 있다. 이
용자 프로필 데이터는 이용자 프로필 데이터는 모바일게임 유저의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수입, 지
역 등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용자 프로필 분석을 통해 게임 운영 전략 및 홍보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정의 데이터는 사용자정의 데이터는 모바일 게임 개발업자의 요구에 따라 이벤트를
설계하여 이용자 반응을 조사하는 빅데이터 응용을 의미하며 게임에 링크되어 활용할 수 있다.데이
터 오류 분석은 오류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게임 계발업자들이 게임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
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데이터 오류 분석은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 통계분석을 이
용한다. 중국 내 빅데이터 서비스 업체로는 TalkingData, AppAnnie, 아이더스치(艾德思奇)가 있다.
TalkingData는 중국 내 모든 인터넷 플랫폼에 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업체로, 현재 중
국 내 50%이상의 모바일 게임 개발업자와 발행업체가 TalkingData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예시로
는 페이리우(飞流), 진산네트워크(金山网络), DeNA, 쏘우러(索乐), 바이두(百度), 360, Google, 91이
있다. AppAnnie은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응용 데이터 플랫폼으로 TalkingData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 대상이 해외시장이라는 점이다 예시 기업으로는 EA, Zynga, Gree, Google,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아이더스치(艾德思奇)는 중국 내 유명 모바일 응용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의
하나로 주요 비즈니스모델은 모바일 플랫폼, 콘텐츠 개발업자들에게 사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을 현금수
익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 예시로는 신랑웨이
보(新浪微博), FACEBOOK이 있다. 이렇게 인터넷시대 중국미디어 기술의 진화가 초래하는 기회와 위
험을 디지털미디어 융합과 빅데이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미디어의 발달로 제한적이
지만 매스미디어,전문기자와 마찬가지로 뉴스정보를 제작, 유포 할 수 있는 인터넷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모바일,단말기의 보편적인 보급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티즌드리 배
출하는 막대한 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이윤추구와 권력기관의 민간인 감시를 위해 빅데이터 형식으로
비밀리에 수집,분석되어 활용되는 “디지털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적 개인정
보 보호와 타인정보의 존중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5. 의료

평안하오이셩(平安好医生)은 2014년 8월에 설립된 중국 최대 모바일 의료 플랫폼 기업이다, 2018

년 2월 기준 플랫폼 사용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하여 자체적인 질병 모델 연구개발에 큰 이점을 가
진다. 2018년 5월 모바일 의료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융자액만 약 11억

달러였으며, 기업가치는 약 75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융자액의 20% 이상을 핵심 기술 R&D로 사용

118

향일고등학교

3학년 보고서

되었다. 2018년 6월 기준 하루 평균 상담량은 53만 1천 건으로, 이는 3급 갑병원 100여 곳의 하루
평균 문진량에 해당한다.
먀오지엔캉(妙健康)은 2013년 6월에 설립된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건강관리 플랫폼 기업

으로, 지금까지 총 10억 위안(약 17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플랫폼 가입자 수는 약 6000만 명
을 넘었다. 데이터 수집의 경우, 건강진단기관, 스마트 의료기기 및 건강관리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more+’를 통해 스트레스, 걸음 수, 운동량, 혈당 및 혈압, 콜레스테롤, BMI, 수면, 심리 등 개인 건
강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다차원 데이터를 얻고 있다, 데이터 분석의 경우, 자체 연구 개발팀(회사

전체 인원의 60%를 차지) 및 외부기업(알리클라우드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Infervison(推想)은 2015년 4월

에 설립된 의료 인공지능 기업으로, DR, CT 및 MRI와 같은 의학 영상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하
여 의사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인 보조 역할을 제공한다. 전체 인원은 약 160여 명이며, 그 중 연구
개발자가 80%를 차지함. 5단계에 걸쳐 엄격한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로 폐, 심
혈관, 간암, 폐암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DeepCare(羽医甘蓝)은 2016년 7
월에 설립된 AI 의학 영상 기술 기반의 의료 진단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합성곱 신경
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폐 소결절 검측, 자궁경부암

전암병터(Cervical precancerous lesions) 검사, 유선암 및 폐암 병리조직검사 식별 등과 같은 검측

및 식별 모델을 구축한다. 시각적 이미지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난다. 또한 DeepCare사의 AI 구강 솔루션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계 상위

0.5% 수준의 딥러닝 모델인 'SEFP-NET'을 사용하여 구강 영상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며, 전문의가
교차 검증한 구강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천 시간 동안 모델 훈련을 진행시킨다. 현재 이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3급 갑병원 구강과 전문의 수준을 자랑한다. CareLink(蓝信康)는 2014년 10월에 설립된
상하이커링메디컬테크놀로지유한공사(上海科瓴医疗科技有限公司)의 모바일 의료 서비스이다. 건강관

리 및 고객관리의 SaaS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 서비스로 스마트 기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스마
트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 파트너사의 고객 건강과 사용하는 약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 병원, 제약회사에게 만성질환 관리, 컨설팅, 전문 교육 등

종합적인 고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타이위안, 선양 등 전국
300여 개 도시에서 약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CareLink에서 분석한 10여 개의 의료

빅데이터 결과들은 미국 AHA, ADA, IEEE 등의 협회 학술지에 등재되었다. 평안하오이셩(平安好医
生)의 IPO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인터넷 의료시장 규모는 150억 위안(약 2조 5600억 원)
이며, 온라인 진료 상담도 2억 3800만 건이다. 앞으로 온라인 의료를 이용하는 사용자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빅데이터나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 의료 진단
보도 증과 같은 서비스 기능을 최적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
하여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을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클리닉, 건강관리 등의 비지니
스 모델의 전반적인 응용이 이뤄지면서 병원 내외의 데이터 활용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관련 기업은 중국의 풍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지의 의료 서비스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시
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처리가 활발했지만,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비구조화의 특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
한 자연어 처리, 합성곱 신경망(CNN), 딥러닝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하여 영상 자료와 같은 비구조화
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건강의료 분야는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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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축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구조화된 데이터 활

용성을 더욱 높여야한다. 의료 빅데이터 분석 기업 관계자에 의하면 "가치 있는 의료 데이터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데이터의 품질이다. 데이터 품질은 GCP(의약품의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기준)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 일치성 등이 평가되며, 임상연구 및 의약품 평가에 활용가치가 높을수록 데
이터의 가치가 높아진다" 고 밝혔다. 의료 빅데이터는 개인 정보, 병력, 건강 상태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 데이터의 수집, 저장, 공유 및 활용은 공공의 이익을 넘
어 국가 안보 문제에 직결되어 있음. 따라서 해킹 및 랜섬웨어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해 핵심 시스템

의 격리, 감염에 대비한 예비 운영체제 구비, 데이터 이용의 암호화 방식 강화, 데이터 접근에 대한
프로세스 강화 등 데이터 보안 기술 수준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개

발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시장 개척이 요구된다.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고찰

최근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빅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회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야들 중 3가지를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경찰, 미디어 및 게임, 의료분
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만약 그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도입이 된다면 어떤 장점

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올까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경찰분야에서의 중국의 빅데이터는 민생 개선 서

비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국민 감시 강화의 문제점도 있다. 빅데이터의 발전과 활용은 국
민 통제가 더욱 쉬워지고, 민족분열 방지와 범죄자 색출에 빅데이터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 공권력 강화를 통한 과잉 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사용범위와 빅

데이터 사용여부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한국에서 사용된 빅데이터 사례 중 하
나는 해양경찰청이다.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관제 정보를 수집·저장·분석하여 해상에

서의 위험 상황을 예보하는 해성교통관제 지원 시스템에서 빅데이터가 사용되어 국민들에게 해양사
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미디어 분야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급속한 팽창으로
오락이 만연하고, 사적인 데이터와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빅데이터(big data)가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된다. 대중의 삶 자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의 감시 기능과 오용은 심각한 문제

가 되었다. 인터넷미디어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의 미디어 소양이 그에 상응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타인정보의 존중에 관한 미디
어 교육이 절실해졌다. 중국의 페이스북 런런왕(人人网)은 게임 플랫폼 런런게임(人人游戏)을 서비
스하면 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체 게임 산업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

는데, 런런게임은 빅 데이터를 이용해 이용자 탈퇴 등 손실을 미리 예측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이용
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게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중국의
여러 빅데이터 서비스 업체를 알아보았고, 추가적으로 게임 산업 내 빅데이터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

았다.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의료나 AI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술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장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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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것은 아니다. 물론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확산되어 많이 등장하게 된다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개함으로써 의료분야에 있
어서의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고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

점뿐만 아니라 많은 단점들도 따라올 것이다. 아무래도 윤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빅데이터로 인
해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부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
제, 수정, 영구적인 파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즉 , “잊힐 권리”가 침해되고 이는 다른 보건 의
료 혜택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만약 중국처럼 빅데이터 사회가 되고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면 우리에게

유용한 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중국에서 열풍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빅데이터 사회가 된다면 어떤 장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2) 연구의 한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빅데이터 사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미국의 대한 빅데이터 자료가 많았다. 중국
은 인민공화제 체제의 정치 중심이고, 한국은 민주공화제 체제의 정치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정치

체제가 달라서 중국을 배경으로 한국의 빅데이터 사회가 된다고 가정하여 한국의 빅데이터 사회의
개선해야 할 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원하는 자료의 부족으로 뉴스기사의 사용이 많았고, 원하는
주제의 논문을 찾지 못해서 자료가 확실하지 못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아쉬웠다.

3. 연구를 진행하며

중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3가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 연구를 해보면서 정
말 많은 영역에서 빅데이터가 차지하고 있다 라는 점과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을 기

점으로 하여 빅데이터가 더 열풍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3가지 분야
에서 중심으로 연구하였지만 기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사회로 변화가 된다면 어떻게 변하게 될

까?라는 의문점이 같이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활용한 기술들이 존재한다. 연구 진행이
끝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와 중국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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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주제 : 한국의 셰익스피어 극 공연 연구
2. 탐구기간 : 7월 4일~7월 20일
3. 탐구과정
1) 셰익스피어 작품 3개 선정
2) 원작 시놉시스
① 한국에서 올린 공연 (1)
② 한국에서 올린 공연 (2)

4. 탐구내용
1. 1) 리어왕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시놉시스: 브리튼의 왕 리어에게는 거너릴, 리건, 코딜리어라는 3명의 딸이 있다. 고령 리어는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위해 딸들에게 자발적으로 정권을 넘기려 한다. 아버지인 리어 왕으로부터 재물을 얻어내기 위해 거너릴과

리건은 리어에게 과장된 말로 아부하고 리어는 만족해한다. 그러나 코딜리어는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말하
라는 리어의 질문에 “없습니다.”로 일관하고, 이에 리어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코딜리어를 추방한다. 그리고 왕

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모든 권력을 두 딸에게 이양해 버린다. 그러나 리어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두 딸에게 무참
히 버림받고 폭풍이 몰아치는 황야를 헤매게 된다. 이후 프랑스 왕의 아내가 된 코딜리어는 충신 켄트로부터 리
어의 처참한 소식을 전해 받게 되고, 리어를 구하기 위해 프랑스군을 이끌고 영국으로 진격한다. 코딜리어와 재

회한 리어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에드먼드가 이끄는 영국군에게 패한 코딜리어는 죽
음을 맞게 된다. 코딜리어의 죽음을 부정하던 리어는 그녀의 시신을 품에 안고 오열하다 숨을 거둔다.

2) 한국에서 올린 공연

① <리어외전>
2020. 4. 11~19 / 고선웅 작 / 고선웅 연출 / 극공작소 마방진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전’의 사전적 의미는 원전에 빠진 부분을 다시 적은 전기, 혹은 정사 이외의 이야기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선웅 각색 및 연출의 연극 ‘리어외전’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셰익스피어의 원작 ‘리어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어 보여주고자 하는 연출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스스로 작품의 장르를 오락 비극이라 말한 고선웅은 말 그대로 비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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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극, 현대와 고전, 유머와 페이소스 등 장르의 벽을 넘나들며 오락성과 비극성이 공존하는 무대를 만들어낸다. 리어와 글로
스터, 두 아버지와 그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결을 중심으로, 세대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작품의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이 작품이 시대에도 공명할 수 있는 동시대의 비극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리어외전’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무엇보다도 고선
웅 특유의 재치있고 위트 넘치는 대사와 생생한 캐릭터에 있다. 셰익스피어의 장황하고 고풍스러운 대사는 모두 사라지고,

구어체의 간결한 대사가 속사포처럼 쏟아지면서 장면을 빠르고 탄력 있게 끌고 간다. 인물들 역시 원작의 무게를 벗어던진

채, 경쾌하면서도 또렷한 캐릭터를 선보인다. 예를 들어 ‘리어외전’의 코딜리어는 ‘리어왕’에서처럼 그저 착하고 속 깊은 인
물만이 아니라 활발하면서도 자기 의견에 솔직한 캐릭터로 그려진다. 왕궁에서 쫒겨난 뒤 변두리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면

서도 코딜리어는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내버린 언니들을 찾아가 호통칠 만큼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다. 또한 리어도 원작에서는 그저 무기력한 노인으로만 그려지지만 ‘리어외전’에서 리어는 악한 이들을 직접 다 죽이고 자살

을 하는 결말로 마무리된다. 한편 형식적인 면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많다. 일단 원작에 없는 코러스가 등장해 극 중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극을 이끌어나간다. 코러스장을 필두로 한 이들 코러스는 관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

기도 하고, 극 중 인물들에게 조언과 비판을 늘어놓는다. 때로는 원작 ‘리어왕’과 무대 위 상황을 비교하면서 원작과의 차이

를 짚어내기도 한다. 또한, 무대 콘셉트도 독특한 형식미를 만들어낸다. 배우들은 무대 밖에서 대기하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무대 위로 올라가 극중극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콘셉트는 “인생은 연극이고 세상은 무대이며 모든 사람은 배
우”라는 셰익스피어의 견해를 가시화시킨 것이다. ‘리어외전’ 자체가 세상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이야기임
을 강조하는 장치다.
② <King Lear>

1997. 9. 10~15 / 김정옥 연출 및 구성 / 극단 자유, 극단 유 /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이 작품은 ‘세계연극제’라는 말에 걸맞게 미국, 독일, 일본, 멕시코, 불가리아의 배우들이 함께 참여한 그야말로 다국적 연

극이다. 다국적 연극인만큼 6개국의 배우들이 자국의 언어로 대사를 읊는다. 원작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배우들의
집단 창작을 통해 서양과 동양의 조화를 이뤄 낸 ‘리어왕’이 탄생했다. 리어왕과 그의 세 딸들, 사위들이 등장함으로써 시작
되는 극의 초반부에 팬터마임을 이용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을 보여준다. 리어가 두 딸들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셋째 딸 코

딜리어와 충신 켄트를 추방한다. 그리고 다섯 명의 광대가 등장, 좀 전에 일어난 일들을 풍자하며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독
선, 그리고 광대들의 간언을 방관한 리어에 대한 원망 등을 늘어놓는다. 이때 광대들이 리어, 거너릴, 리건, 코딜리어, 에드
먼드의 시신을 메고 등장한다.

이들의 시신을 가운데 두고 영혼을 달래는 살풀이굿이 벌어진다. 극의 마지막에나 있음직한 일들이 미리 나타내어지는 것이

다. 결국 결투에 의해 죽게 된 코딜리어를 부둥켜안고 울부짖다 최후를 맞는 리어, 이렇게 피로 얼룩진 이 극의 마지막에

광대들이 이들의 시신을 묻고 무대를 떠난다. 이 공연에서 독특한 점은 기존의 ‘리어왕’의 공연들에서는 한 명의 광대가 등

장하고 전체적으로 그 역의 비중이 적은 편이었으나 이 공연에서는 광대의 무대적 기능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광대

의 수를 늘리고 광대가 원작에서 늘어놓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가시 돋는 대사를 살리면서 그들이 펼치는 춤을 통해 무겁
고 비극적일 수 있는 이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 1) 한여름 밤의 꿈
시놉시스: 아테네의 젊은 연인 허미아와 라이샌더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나 허미아의 아버
라는 젊은이와 결혼하기를 강요한다. 원래 드미트리우스와 사랑하

지는 그녀가 드미트리우스

던 사이였던 헬레나는 변심한 드미트리우스 때문에

상심에 빠져 있다. 아테네 법에 따라 아버지의 강요를 따를 수밖에 없자 허미아와 라이샌더는 도망을 가기로 한다. 그들과

뒤따라온 드미트리우스와 헬레나가 한밤중에 아테네 근처의 숲에서 밤을 맞이하는데 이 숲은 요정왕의 마법 숲이었다. 오베
론은 아테네 젊은이들에게도 이 묘약을 사용하여 드미트리우스가 예전처럼 헬레나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힌 그

들의 사랑의 갈등이 해결된다. 아테네의 공작 테세우스는 히폴리타와의 결혼식에서 이 두 쌍의 연인과 합동결혼식을 올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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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여름 밤의 꿈>

2012년 / 양정웅 연출/ 명동예술극장

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과 달리 현대적인 특성이 구현되고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갔다는 점이다. 가장 큰 한국적 요

소는 한국의 요정이라 할 수 있는 도깨비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원작 한여름 밤의 꿈과 달리 바텀의

역할을 아주미라는 여성 인물로 바꿔서 설정한 것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다. 또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대
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원작에 요정과 인간들의 사랑 이야기를 도깨비와 인간들의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요정 대신 도깨비

를 등장시키고 아테네의 젊은 귀족들은 항,벽,무,익 이라는 우리 고유의 별자리 이름을 딴 한국적 이미지의 남녀 주인공으로
대신했다. 여기에다가 피리-북-징-꽹과리가 어우러진 우리의 흥겨운 장단과 도깨비들의 구성진 노래가락과 몸동작 우리말의

맛깔스러움과 육과 해학이 드러나는 대사 등 원작과는 완전히 달라진 한국적인 요소가 가득 담긴 극이다. 양정웅의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몽타주 기법이 활용된다. 시작 부분에서는 도깨비들이 등장해서 넓은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모여
서 귀여운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 이 장면은 뒤에 이어지는 벽과 익이가 사랑에 대해 감정을 토로하는 장면과 연결되지 않

지만, 도깨비들의 영향력을 첫 장면에서 보여주며 비연속적이지만 시사하는 의미가 보다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몽타주적이
라고 할 수 있다.

② <노동자 보틈의 한 여름 밤의 꿈>

1999. 7.5 ~ 7.18 / 박장렬 연출 / 여해문화공간

원작인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은 여러 쌍의 사랑이야기가 얽혀있지만 박장렬 연출의 노동자 보의 한여름 밤의 꿈은

노동자의 보틈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원작과 달리 사랑하는 허미아를 귀족 라이샌더에게 빼았긴 보틈이 주인

공이다. 이런 보틈은 인생이 확 바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 순간 허미어와 라이샌더는 사랑을 반대하는

공작을 피해서 아테네를 떠나기로 한다. 디미트리어스를 사랑하는 헬리너는 허미어를 흠모하는 디미트리어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달밤 숲 속에서 두 쌍의 남녀는 쫓고 쫓기면서 한 바탕의 홍역을 치른다. 결혼을 앞둔 디슈스 공작의 총각파티에서 연

극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 직공들은 귀부인 역할을 할 인물을 찾지 못했고 보틈은 국법을 어기고 진짜 여자인 바이올라에

게 역을 맡기지만 공연 중 가면이 벗겨져 그녀는 국법을 어긴 죄로 처형당하게 된다. 이에 분노한 보틈은 디슈스 공작을 죽

이고 혁명을 일으켜 노동자로서 평등한 세상을 선언하지만, 그는 폭동의 주모자로 총살을 당한다. 그 순간 그가 사랑한 허
미어가 보름을 깨우고 디슈스 공작의 결혼식에 가자고 조른다. 이런 끊임없이 모순된 세계를 그리고 있는 이 극은 원작인

셰익스피어에 한여름 밤의 꿈과 다른 점이 많다.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디슈스 공작이나 바이올라 라는 등장인물이 있고
보틈이라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흘러가는 극은 원작의 연인들의 사랑을 다룬 성격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달밤의 숲속에 들어가지만 원작에서 갈등을 해소하게 도와주는 인물이라 볼 수 있는 요정이 등장하지 않고 보틈의 시점

으로 넘어간다. 이런 원작의 인물의 특성을 가져오면서도 원작과 다른 전개 방식과 내용의 공연은 원작의 사회 현실과 이
극이 공연된 사회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해주는 것 같다.

3. 1) 햄릿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시놉시스: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숙부와 결혼하자 마음이 상하는데 어느 날 부왕의 영혼이 나타나

자신이 숙부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복수를 명한다. 햄릿은 충격과 분노로 마음의 평정을 잃고 숙부의 의심을 피

하기 위해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데 햄릿은 국왕 살해의 연극을 숙부 앞에서 보여주며 진상을 알아낸다. 그 후 햄릿은 오필

리어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를 숙부로 오인하여 죽이게 된다. 오필리어는 실연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

여 자살한다. 이때 아버지 플로니어스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돌아온 레어티즈는 누이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햄

릿을 증오하게 된다. 레어티즈와 검술 시합을 한 햄릿은 레어티즈의 독을 바른 칼에 치명상을 입지만 클로디어스를 찔러 아
버지의 복수를 한다. 왕비인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가 햄릿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독주를 마시고 죽고, 햄릿도 칼에 묻은 독
으로 목숨을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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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햄릿>

1996년 6월 / 이윤택 연출 / 서울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이윤택의 햄릿은 1996년 6월 서울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처음 공연하여 10년이 넘도록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다니며 공연하였다.

연희단 거리패와 공연을 하였고 이윤택의 햄릿은 스스로를 햄릿과 동일시하려는 “너는 나인가 나는 너인가 그것이 문제로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햄릿이 유령을 만나는 장면을 자신이 가졌던 꿈속의 망령과 동일시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악몽을

“인물의 고통스럽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적 상황”이나 “무의식의 세계로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와의 접촉을 위한
수단이며 죽음의 통로”라는 인식 아래 원작을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바탕으로 각색을 하고자 하였다. 이윤택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굿을 선택했다. 이윤택은 삶과 죽음의 소통으로서 햄릿의 명대사인 ‘사느냐 죽느냐 그것

이 문제로다’라는 대사를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판단과 선택의 문제를 재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아 원작에 없던 굿

을 활용하였다.

그래서 이윤택은 클로디어스가 덴마크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축제적 시점이어야 할 <햄릿> 공연의 첫 장을 장례식으

로 대체하여 시작한다. 그는 이 작품을 굿의 형식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것이라 본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이면서 연희단 거

리패만의 공연을 선보이는데 아서밀러가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해 보여준 인간의 머릿속을 구체화한 무대처럼 ‘죽음’을 형상

화하였는데 오필리어의 장례식에서 햄릿, 선왕 유령과의 만남과 선왕과 접신 후 햄릿 연기공간으로 자주 사용하여 무덤과
연관된 죽음을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를 강조하였다. 또 천마총 벽화를 무대 뒤에 둠으로써 무대 전체가 죽

음이라는 걸 느끼게 하였다.
② <햄릿>

2016. 7.12 ~ 8.7 / 손진책 연출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손진책의 햄릿은 이윤택의 햄릿과 달리 매우 고전스러운 햄릿 스토리로 이어 나갔다. 게다가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한 노배

우, 중년 배우들만 출연하여 사람들이 공연 시작 전부터 관심을 가졌다. 이 극은 무대 장치를 최소화하여 진행하였는데 ‘사느

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대사를 원래 희곡보다 뒤로 보냈고 포틴브라스도 등장시키지 않았다. 또한 ‘남은 것은 침묵

뿐’이라는 대사의 앞에 배우와 관객의 관계에 대해 길게 언급하는 등 아예 바꾸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윤택의 햄릿과 비교

해보면 스토리 진행에 있어 그다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몇몇의 장면들을 살펴보면, 오

필리어가 햄릿에 대해 말하며 햄릿의 감정이 깊은 슬픔이라면서 자신이 햄릿의 내면을 알기 위해 연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

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나 오필리어가 미쳐서 온갖 꽃을 왕과 왕비 그리고 오빠에게 나눠주는 행동 등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써 충분히 관객을 흡입하는 장면이었다. 뿐만 아니라 극 중 극을 준비하는 배우의 헤큐바 연기, 마지막

펜싱경기 장면에서 햄릿 등 모든 인물들이 원으로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구성, 죽는 인물들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벽을 보고 마주 서며 관객들에게 등을 보이고 서는 장면 설정 등과 같이 인물의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은 과장 없이 전달되
었다.

5. 탐구결과
5-1

1) 리어왕 (셰익스피어 4대 비극)

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손꼽히는 리어왕의 한국 공연들은 각 중심인물의 태도에 있어서 주목할 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먼저 <리어외전> 속 코딜리어와 리어의 입체적인 성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매우 인상깊게 다가왔

다. 또한 그 이유는 연출가가 고전적이고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인물들을 현대적 인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을 깨달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은 <King Lear>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다국적 연극 구성을 통한 현

대적 재해석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King Lear>에서 원작의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서양적 배경과 동양의 살풀이굿 요소를 융합하여 글로벌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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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반영한 공연을 구성했다는 점이 참신하고 신선하게 느껴졌다. 또한 극에서 광대들의 등장과 살풀

이굿의 진행이 이루어진 것은 극의 긴장감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냈으며 동양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으로 인상, 감정 혹은 상황을 서술하는 팬터마임을 통해 전개될 사건을 제시한 것은 관객에

게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적절했으며 일종의 서양적 요약을 행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2) 한여름 밤의 꿈

① 양정웅의 한여름 밤의 꿈은 원작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작과 비교했을 때 등장인물들의 역할 비중이 각기 다르며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특히 인물들이 노래나 춤을 추기도 하는 것이 극 내의 재미 요소를 더욱 극대화했다고 생각한다. 원작

에서는 한국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요소도 찾을 수 없었지만 새롭게 재창조한 이 연극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삽입
하여 다양한 효과를 끌어냈기에 양정웅 연출가의 대단함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다

② 양정웅의 <한여름 밤의 꿈>과 박창렬의 <노동자 보틈의 한 여름 밤의 꿈> 두 공연은 모두 같은 원작을 가지고 있지만,

연출가와 시대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 공연들을 통해 이처럼 같은 원작 아래 다른 연출가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연극은 각 연출가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전개 방식 또한 자연스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원작으로도 무수히 다양한 공연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수

많은 공연들이 더욱 기대가 된다.
3) 햄릿

① 이윤택의 햄릿은 원작의 햄릿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굿을 활용하여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으

며 파격적인 각색을 하여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내용을 선사했다. 반면 손진책의 햄릿은 자연스럽고 단순한 원작의 스토리에

충실한 특징을 보였으며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집중력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운을 남기는 효과

를 톡톡히 거두었다.

② 무대 장치를 최소화하고 인물의 명대사 장면을 독특하게 선보임으로써 철학적으로 생생한 구성을 놓치지 않은 점이 와

닿았다. 특히 손진책이 심혈을 기울인 듯 보이는 몇 장면들은 그가 어떻게 하면 관객에게 원작에 충실하게 보일까 고민했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게다가 배우들의 수준 높은 연기로 관객들을 매료시킴으로써 보다 집중력 있는 공연을 행할 수 있었
다.

연출이 그리 빛을 발하지는 못했지만 원래의 기획 의도인 단순하고 절제된 무대 장치로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지나친 절제와 별로 각색하지 않은 스토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객들이 다소 지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더욱
완성도 있는 극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5-2

창의 키움 프로젝트를 하며 자료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터넷 검색과 논문 자료를 통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자세하

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던 연극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연출가에 따라 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한

연극이라도 매우 새롭게 재창조 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이번 창의 키움 프로젝트를 하며 극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었을 뿐더러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현대에 와서 재구성된
다양한 고전 극들이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세련되면서도 본래의 색깔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 역시 무척 재
미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극은 각 연출가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관객들의 감상도 각기 달라질
수 있기에 더욱 매력적인 예술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극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극 공연은 영화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극이기 때문에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더욱 특별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극

대화하여 극의 연출을 더욱 다양화한다면 예술계에서 극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해본다.

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는 셰익스피어의 한국적 극 공연을 탐구하며 생각보다 다양한 장치를 통해 한국적

요소를 곳곳에 삽입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살풀이 굿과 도깨비, 한국적 장단의 등장은 관객들에게 공연을 더욱 몰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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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소스를 제공했으며, 한민족으로서 공유하는 정겨운 동일 문화를 통해 관객들이 극 공연을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

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오래된 희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공연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처럼

그의 극 작품성이 드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그의 작품들이 현대에 와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대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시대성을 띠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고전 작품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면서도 한국적으로 재탄생시킨다면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6. 참고문헌
DBpia- 한국 셰익스피어 공연의 현대성 / 셰익스피어의 한국화-재미와 깊이<한여름 밤의 꿈> / 셰익스피어의 한국 공연
1999.1_1999.12 / 손진책의<햄릿>:절제된, 그러나 창의적이지 못 했던 무대 / [공연리뷰] 2009 연희단거리패 이윤택의 <햄
릿> / 이윤택 <햄릿>과 <문제적 인간 연산>의 셰익스피어 각색의 상의성과 현대성 / 셰익스피어 한국 공연 1996.9 ~
1997.12
[문화프리뷰] 새롭게 해석한 오락비극 <리어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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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RLING ENGINE
제작을 통한 작동원리 이해
30310 김현호
30602 김창윤

차례
서론
가. 선정이유
나. 스털링엔진 소개

본론
가. 실험과정
나. 스털링엔진의 작동원리
다. 스털링엔진의 효율을 높이기위한 방법 탐구

결론
가. 제작에서 실패한 부분 원인 파악
나. 영화‘코어’속에서 엔진의 과학적 오류
다. 스털링엔진의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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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2020학년도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식품(상황버섯)의 추출물을 고지방 실험동물(흰쥐)에게 투여했을 때 생기는

주 제 명

효과와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생각하기

학번

팀구성

지도교사

1. 탐구주제 :

이름

역할

30222

김다율

논문 자료 수집하기, 실험 진행

30230

손한비

논문 내용 정리 및 편집, 실험 진행

30324

김유진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실험 진행

30334

조은별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하기, 실험 진행

30422

심소윤

창의 키움 계획 및 진행, 실험 진행

이 름

황윤장 선생님

상황버섯의 추출물을 고지방 흰 쥐에게 투여했을 때 생기는 효과와 원리에 대해 논문 조

사하고 이를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스스로 탐구해보기

2. 탐구기간 : 6/25-8/7
3. 탐구과정
1) ①상황버섯의 성분과 효능 조사하기

②위의 효능들과 유사한 예시를 찾기

2) ①모의로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계획서 작성하기
②실제 동물실험과정을 살펴보고 차이점과 이유 찾기

3) 상황버섯 추출물이 고지방 흰쥐에게 투여했을 때 생긴 효과의 원리 조사하기
4)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조사하고 사람에게도 조사한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5) 밀웜을 대상으로 표고버섯 실험하기

4. 탐구내용
1) 상황버섯의 성분 및 효능
① 상황버섯의 유래- 표면에 진흙처럼 균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갓 표면을 제외하고 모든 버섯

에서 황색을 띠어서 상황버섯으로 불림.
② 상황버섯의 성분 - 베타글루칸, 단백 다당류를 비롯해 아미노산, 탄화수소, 효소, 지방산, 비타민 B,
비타민C 등의 성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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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황버섯의 효능 - 항암효과, 면역력 강화, 주름 개선, 지방감소 (저칼로리)

④ 유사한 예시 - 꽃송이 버섯 (면역력 강화-베타글루칸), 영지버섯(항암효과, 성인병 예방-불포화 지
방산이 다량 포함), 마늘껍질(혈당 상승 억제- 식이섬유 다량 포함, 세포 노화 방지-폴리페놀)
2) 모의로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계획서 작성하기

팀 실험(쥐 실험 가정)
① 실험 준비물
-상황버섯(금림식품), 실험동물(쥐 rat)- 몸무게가 100g인 수컷 개체 준비, 페트리 접시, 쥐 사육시설,

전자저울, 라텍스 장갑, 물, 전자포트, 여과기, 추출기
②상황버섯을 깨끗이 세척한다.

③상황버섯의 10배에 해당하는 물에 상황버섯을 넣고 달인다.
④추출물을 여과기를 이용하여 농축한다.
⑤쥐에게 고지방 음식을 2주일 동안 먹이고 몸무게를 측정한다.
⑥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상황버섯 추출물을 먹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다.
⑦2주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3) 실제 실험과정을 알아보고 상황버섯 추출물을 고지방 동물(흰쥐)에게 투여했을 때 생긴 효과의 원

리 알아보기
논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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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지방 음식을 쥐에게 먹였을 때, 내장지방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쥐에게 상황버섯의 추출물을
먹였더니 쥐의 혈중 전체 콜레스테롤 양, LDL-콜레스테롤, 간+의 전체 콜레스테롤양이 감소하였다.
① 효능의 원리

4) 사람과 실험동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조사하고 사람에게도 베타글루칸이 동일한 효과를 낼지
쥐와 동물의 차이점과 공통점

실제 팀 실험(밀웜)
준비물-페트리접시 2개, 슈퍼밀웜 100마리, 전자저울, 밀기울, 핀셋, 채, 표고버섯, 상추, 보관통
실험과정
1. 밀웜 100마리를 2그룹(A그룹, B그룹)으로 나누어 보관통에 넣는다.
2. 보관통에 밀기울이 3~4cm정도 쌓이도록 넣는다.
3. 표고버섯 무게를 측정하여 A그룹에 넣는다.
4. 매일 밀웜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이때 밀기울을 제거하고 밀웜 무게만 측정하며, 보관통은 공기가 통하도록 열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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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버섯을 투여한 A그룹이 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A그룹은 첫날보다 16g 증가, B그룹은 첫날
보다 5g 감소됨.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
-버섯을 투여하기 전에 두 그룹의 밀웜이 충분히 살이 찔 시간을 주지 않음
-버섯을 투여하고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시간을 주지않음
-무게 단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음
-A그룹이 버섯만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밀기울도 함께 섭취함
-배부르면 더이상 음식을 먹지않아 살이 찌기 쉽지 않아서

5. 탐구결과

1) 느낀점
김다율 : 처음에 희망 진로가 다 달라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조원들끼리 열심히 찾고
소통한 결과 좋은 주제를 정할 수 있었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자료 조사를 해서 잘
작성할 수 있었다. 평소 아무생각없이 먹던 버섯이 지방 억제와 항산화 작용 등등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실험 결과가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서 다음에 실험할 때에는 작은 것도
신경써서 더 나아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한비 : 식품(상황버섯)의 추출물을 고지방 실험 동물에게 투여했을 때 생기는 효과와 원리를 알아보고 이를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생각해보는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베타글루칸 때문에 체지방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게되었고, 여러 논문을 조사하면서 베타글루칸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젝트 주제를 기반으로 실험을 설계하
였다. 조장의 뛰어난 리더쉽과 성실함으로 조원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실험은 우리가 실험 전 세웠던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체지방의 양이 줄어들어
밀웜의 무게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설과는 반대의 실험 결과가 나와 아쉬웠다. 실험 과정 중 밀웜의 체지방률
이 높지 않았다던가 버섯과 톱밥의 분리 등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는 것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고 생각한다.
김유진 : 베타글루칸은 생각보다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 부작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이 부족하여서 많
은 아쉬움을 느꼈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하고 싶어서 밀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변인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열심히 베타글루칸에대해 조사하고 실험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협동심과 계획성을 기를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이었다. 또 베타글루칸의 사람들의
인식이 저조한 편인데 이를 위해 베타글루칸 캠페인을 계획하고 싶어졌다. 베타글루칸을 이용한 효능을 설명해주
고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발명품대회이다. 그러면 베타글루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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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키울 수 있다. 내가 생각한 발명품은 베타글루칸 주사와 다이어트 약이다. 베타글루칸은 항암치료가 가능하니
암이 발생한 부위 주변의 혈관에 베타글루칸은 투여하면 암을 제거할수 있기 때문이고, 또 다이어트 약은 지방감
소에만 초점이 맞춰있어서 부작용도 많고 건강에 좋지 않은데 베타글루칸은 부작용도 적고 채소에 많이 함유된
물질이라 몸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번 실험은 변수가 너무 많아 실험이 실패하였
지만 이것을 토대로 다음에 실험을 다시한번 진행하게 되면은 실패하지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은별: 상황버섯을 비롯한 버섯들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 성분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논문의 실험을 참고하여 우리가 직접 실험과정을 세워보고 밀웜으로 실험을 하면서 제
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험상의 오류를 찾으면서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평소에
는 버섯의 성분이나 효능,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베
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알게되고 실험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보기만 하는 것보다 더 이해도 잘되고 기억에도 오
래 남을 것 같다.
심소윤 : 창의 키움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모님이 버섯 많이 먹으라고 하는지 다시 느끼게 되었다. 버섯에서 지
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프로젝트하면서 알게되었다. 이 사실을 빨리 알았더라면 많이 먹었을 텐
데 아쉽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밀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는 경험도 하게되어 더 특별하다. 실험은 실패했으
나 이를 통해 우리가 왜 실패를 했는지 분석할 수 있고 다음 실험에서는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 든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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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2020학년도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주 제 명

우리가 만드는 학교

팀구성
지도교사

학번

이름

역할

30131

이수빈

총괄

30104

김시훈

팀원

30229

서예은

팀원

이 름

1. 탐구주제 :

황윤장

우리가 만드는 학교

2. 탐구기간 : 6월~8월 7일
3. 탐구과정
※ 연구 진행계획 및 진행순서를 개조식으로 작성

예) 1)우리나라의 각 학교의 형태를 탐구해보고 1차보고서를 작성한다.
2) 우리나라의 학교 내부의 구조를 탐구해보고 2차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여러 나라의 학교 외부와 내부의 구조를 탐구해보고 3차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우리나라에 이전까지는 없던 새로운 학교의 도면을 직접 그려본다.
5) 우리가 원하는 학교의 도면을 그린 것을 바탕으로 직접 모형을 제작해본다.

4. 탐구내용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예) 1) 우리나라 학교의 형태를 탐구해보고 우리학교의 형태와 비교하여 본다.
2) 해외 여러 나라의 학교의 형태를 탐구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우리가 각자 만들고 싶은 학교의 형태를 직접 도면을 그려본다.
4) 우드락을 활용해 직접 그린 도면을 모형으로 제작한다.

5. 탐구결과
5-1.

연구결과, 알게 된 사실 또는 느낀 점을 개조식으로 작성하기
예)

1) 우리나라의 학교 건축물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2) 해외 여러 학교 건축물을 조사하며 학교가 여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5-2. 그림 또는 사진(그림/사진 파일을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할 것)

6. 참고문헌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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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라는 곳은 항상 같은 모양, 구조를
띄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이전에 있는 학교의 모양과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아쉬운 점을 다시 보완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들의 형태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새로운 학교 건축을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학교 구조, 외형 등을 탐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여러 나라의
학교 구조, 외형 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각자 짓고 싶은 학교 건축물을 직접 도면으로 그려보는 과정을 통하여 한 층 더 건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의 자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Ⅰ. 주제 선정이유
1. 우리나라 학교 건축물
건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이 프로젝트를 결성하게 되었다. 주제를 물색하던 도중 우연히
접한 책에서 우리나라 학교 건축물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작년에 진행하였던 프로젝트와
흡사할 수 있지만 그때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자 다시 이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우리가 만드는 학교’ 이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학교
건축물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학교 외형은 모두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이 비슷한 곳은 교도소가 있다. 교도소는 어딜 가든 똑같은 네모난 형태에
운동장이 하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이러한 구조를 띄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직접 학교를 새로 창의적으로 디자인 해보고자 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Ⅱ. 탐구 계획
1) 우리나라와 해외 학교 건축물 탐구하기
우리나라 학교 건축물을 탐구해보고 지금 재학 중인 학교와 비교를 해볼 것이다. 그런 다음 해외
여러 나라 학교 건축물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학교 건축물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할 것이다.

2) 우리가 만드는 학교
직접 프로젝트 팀원들이 원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학교 건축물을 구상해보고 도면을 그려볼 것이다.
그런 다음 직접 도면을 바탕으로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미적 감각과 공간적 감각을 키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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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탐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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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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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020학년도
창의
키움
프로젝트
창의 키움 프로젝트학습
학습보고서
보고서
주 제 명

과학 논문을 찾아 논문요약본 작성하기
학번
이름
역할
팀구성
30302
기준성
조장, 논문 자료 찾기, 논문 작성
30316
전병훈
부조장, 논문 자료 찾기, 논문작성
지도교사
이 름
이영미
1. 탐구주제 : 나만의 논문 작성하기
2. 탐구기간 : 7/1~8/7
3. 탐구과정
1)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논문을 dbpia에서 찾아 읽음
2) 읽은 논문을 요약하여 논문 요약본을 만듦
3) 요약본을 조원들과 바꿔서 읽어보며 요약본에 대해서 조언을 해줌
4) 조언을 듣고 수정한 후 요약본을 완성
4. 탐구내용

1)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는 기준성은 유전자 가위를 주제로 하여 논문을 검색하여 요약본을 작
성했다. 유전자 가위는 가장 촉망받는 기술이자 DNA 특정 부위를 인식하고 2중 가닥으로
이루어진 DNA를 절단하는 분자생물학적 도구이다.

2)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는 전병훈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주제로 하여 논문을 검색하여 요약본을
작성했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말

하고 단계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가 높을수록 사람의 간섭이 줄어든다.
5. 탐구결과
- 첨부
6. 참고문헌
1. 유전자 가위 (dbpia)
1)
2)
3)
4)

새로운 유전체 편집용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CRISPRCas9 system)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교정 및 유전자치료
유전자가위의 개발과 활용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의 규제방향

5)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와 인공유전자회로를 이용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
2.자율주행자동차
1)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추진 동향

2)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인식 조사 연구
3) 자율주행자동차와 교통안전

4) 자율협력주행 안전 및 인프라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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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2020학년도
창의 키움 프로젝트 학습 보고서

주 제 명
팀구성
지도교사

학번
30615
30620
이 름

구순구개열에 대한
이름
김수민
백연희
유지성 선생님

역할
자료조사, 보고서 작성
자료조사, 보고서 작성

1. 탐구주제 :
2. 탐구기간 : 6월26일~8월7일
3. 탐구과정
※ 연구 진행계획 및 진행순서를 개조식으로 작성
1. 보건 선생님과 신체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 선정
2. 보건 선생님과 신체에 대한 정보 수집
3. 선정한 신체 질환에 대한 연구
4.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5. 보고서 제출 후 자기 평가 하기

4. 탐구내용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1. 연구의 필요성
2. 구순구개열의 정의
3. 구순구개열의 환경적 및 유전적 원인

5. 탐구결과
5-1. 연구결과, 알게 된 사실 또는 느낀점을 개조식으로 작성하기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를 전후하여 의학의 놀라운 발달에도 불구하고 선천성 기형이 미치는 폐해는 높은 사망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장애의 흔한 원인이 되며 경제적 손실, 심리적 불안과 가족 내 스트레스 및 사회적
부적응 등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선천성 기형의 하나인 구순구개열은 태아 발달시 일어나
는 얼굴의 기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머리와 목의 선천성 기형중 가장 흔한 기형이다. 구순,구개열의 원

인으로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영향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로는 엄마의 임
신전이나 임신중의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 약물 복용, 복합 비타민의 섭취 부족, 직업적 위험 요인 노
출, 화학적 위험 지역 노출 등의 위험 요인들이 연구 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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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순구개열의 정의

구순구개열은 얼굴에서 가장 흔한 악안면의 골격계, 신경근육계, 치아, 교합계등 악구강계의 장애를
동반한 선천성 기형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650~1,000명당 한 명꼴로 나타나며, 얼굴이 만들

어지는 임신 4~7주 사이에 입술(구순) 및 입천장(구개)을 만드는 조직이 적절이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

라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져서 생기는 입술 또는 입천장의 갈림증이다. 일차구개의 형성이 실패하면
구순열이 되고 7주 말기에 형성이 완료되는 이차구개의 형성이 실패하면 구개열이 발생하게 된다. 단

순히 피부나 입천장 점막의 갈림증만이 아니라 근육, 연골, 뼈에 이르는 총체적인 변형을 야기하며,

따라서 입술, 입천장 이외에도 코, 치아, 잇몸 및 위턱 등의 성장과 형태에 영향을 미쳐 얼굴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3. 구순구개열의 환경적 및 유전적 원인
구순, 구개열의 추측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영양 결핍(Vit. A,D,B), 임신기에 투여된 약물 (스테로이드
호르몬, 살리드마이드, 다이아제팜), 방사선 조사, 저산소증, 스트레스, 임신 초기의 감염(풍진, 바이러
스 감염, 매독), 알코올, 산모의 나이, 임신기 질병(감상선 질환, 당뇨병) 등이 있다. 부의 흡연으로 인

한 선천성 기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흡연의 독성이 기형유발인자로 작용하여 정자의 변형을 초래하고,
이러한 정자의 수정이 자녀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구순, 구개열의 유전적인 발생 원인은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선천성 기형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원인적 요소로서 유전적 변수, 약물, 방사선 조사, 영양결핍, 성별
차이, 자궁 내에서의 기계적 폐쇄, 임신 초기 산모질환, 인종, 지역적 변수등이 제시되었다. 유전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순,구개열을 가진 신생아에게는 같은 기형을 가진 친척이 많으며 구순열,구
개열 형제 에서 4배의 발생빈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6.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구순·구개열의 환경적 및 유전적 관련 요인 고찰(김명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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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파리 반성유전 실험과
돌연변이 관찰
30227 박소연
30228 박지혜
30234 천예림

차례
I.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및 동기

가. 돌연변이

2. 주제 연구 목적과 필요성

나. 초파리 암수 구별

II. 본론
1. 초파리 유전 역사

나. 관찰한 돌연변이 초파리의 종류

III. 결론

2. 토마스 모건

1. 느낀 점

가. 모건의 생애

2. 한계점 및 더 알아보고 싶은 점

나. 모건의 초파리 실험
3. 실험
가. 초파리
나. 재료
다. 배지 만들기
라. 실험 과정
마.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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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명과학 II 시간에 ‘생명과학의 역사와 발달 과정‘ 단원을 배우고 난 후 현재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
련이 가장 깊은 소주제는 인류 복지에 도움을 주는 현대의 분자 생물학이겠지만, 생명 현상 그 자체
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융합 학문으로서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멘델에서부터 시작된 기초 유
전학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기초 유전학의 발달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 중에도
모건의 초파리 실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키워나가던 중 프로젝트를 기
획하여 반성유전에 대한 지식 습득을 하고자 하였다. 모건의 초파리 실험을 중심 주제로 초파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유전학에 있어 초파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의 초파리 실험을 모방해 실험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돌연변이 초파리에 대한 조사로 더욱 심화된 지식 습득을 목표
로 하여 돌연변이 초파리

I.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및 동기
교과서에 실린 모건의 초파리 반성유전1) 실험을 모방하여 유전자설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교과서의 표면적
내용의 부족함을 느껴 심화된 내용을 직접 실험을 통해 밝혀내고 몸소 느끼도록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돌연변이 초파리 관찰을 통해 초파리에 일어나는 여러 돌연변이 형질을 확인하고 어떤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
돌연변이 형질이 발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멘델의 완두 교배 실험과 함께 현대 유전학의 길을 연 모건의 초파리 실험은 유전학의 기본이 되는 지식을 담
고 있다. 이 실험을 통해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알 수 있고 성염색체 유전자에 이

상이 생기면 암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볼 수 있다. 몸소 체험하면 지식의 기
초를 탄탄히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전학의 발전이 현재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초파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
고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돌연변이 초파리 관찰로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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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유전학에 미친 초파리의 영향
초파리는 유전 형질이 인간과 비슷하고 키우는 공간의 한계가 거의 없으며 생애가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20세기 초부터 고전 유전학 및 집단 유전학과 같은 연구에 널리 쓰여왔고 진화, 생리학, 발생학 등 여러 학문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실험체다. 생물학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1910년에 모건에 의해
실험 재료로 도입된 후 유전학의 여러 체계를 밝히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특히 분자생물학2) 기법들이 발달하면서
초파리의 훌륭한 유전학적인 방법과 접목되어 초파리는 가장 주목받는 모델 동물이 되었다.

모건은 초파리를 이용한 실험으로 멘델의 유전법칙을 검증하고 유전자의 염색체설3)을 증명했다. 그리고
생물의 유전 현상은 유전자의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유전자설을 주장하여 이를 통해 염색체 지도4)를 완성했다.
또한, 초파리는 유전학 재료로서뿐만 아니라 발생학 재료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1980년도를 전후하여
초파리를 이용해 대량으로 발생에 관계하는 유전자들을 발견했다. 초파리의 초기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수도 없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인간에게서 유사한 많은 유전자를 발견하였다. 인간에게서 발견된
유전자들도 발생에 매우 중요한 유전자로 판명되었다.
이렇듯 초파리는 현대 유전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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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가. 초파리
파리목 초파리과 곤충을 총칭하는 말이다. 거의 세계 전 지역에서 발견되며 종류에 따라 사는 곳이 다양하다.
초파리는 4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체 속에 약 13,000-15,000개의 유전자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야생 초파리는 노랑초파리로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테르’라는 학명을 가지고 생물학 분야에서 실험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1) 초파리의 생장

초파리는 일반적으로 자랄 수 있는 최적 조건인 온도25도, 습도 60%에서 9-10일 정도를 세대 주기로 본다.
수정한 후 알이 부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이며 알의 길이는 약 0.5mm로 제1 유충인 상태에서 1일,
제2 유충의 상태에서 1일, 제3 유충의 상태에서 2일, 번데기의 상태로 약 4.5일을 지나게 되면 탈피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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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후 성체인 초파리로 나오게 된다. 생애 과정 동안 초파리는 썩은 과일 안의 미생물을 먹기도 하고 과일의
당분을 섭취하며 생장하게 되며 최적의 환경에서 약 40-50일 정도를 살 수 있다. 초파리의 발달 기간은 온도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초파리가 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성장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2)초파리의 생태

나. 재료

다. 배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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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험 과정
1) 붉은 눈을 가진 미교배 야생형 초파리 수컷과 암컷, 미교배 흰 눈 초파리 수컷과 암컷을 준비한다.
2) 야생형 초파리 수컷과 흰 눈 초파리 암컷을, 야생형 초파리 암컷과 흰 눈 초파리 암컷을 각각 같은 배지에
넣어 교배를 진행한다. 이때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어야 한다.

3) 약 2일 후 알에서 부화한 초파리의 유충을 관찰한다.
4) 약 4일 후 번데기에서 탈피한 초파리의 유전 형질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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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과

야생형 초파리 암컷과 흰 눈 초파리 수컷의 교배만 성공하여 총 33마리의 2세대 초파리를 얻었고 모두 빨간
눈으로 확인됐다. 아쉽게도 야생형 초파리 수컷과 흰 눈 초파리 암컷의 교배는 실패하여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

4. 돌연변이 초파리
가. 돌연변이
돌연변이란 한 생물체에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형질이 돌발적으로 생기게 되면서 유전자나 염색체의
유전적 성질이 연속적이지 않게 되고,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변이가 일어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자손에게
변화된 형질을 물려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돌연변이설이라는 이론은 네덜란드의 식물학자이자 유전학자인 드 브리스가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 학자는
돌연변이 현상을 처음 과학적으로 관찰하게 된 사람으로 관찰 후 진화의 원인이 돌연변이에 있다고 주장하였
다. 그가 일반적인 달맞이꽃을 재배하던 중에 전에는 없었던 꽃인 매우 큰 달맞이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꽃의 씨를 받아서 재배를 시켰더니 다음 세대에 유전이 되어 큰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 현상을 바
탕으로 돌연변이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돌연변이설에 따르면 생활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는 생존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게 되고 변이된 특성은 자손에게 전하여져 새로운 종을 만들게 된다고 하며 이것이 가장 빠르게
진화할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돌연변이 중에서도 미국의 유전학자인 멀러가 1927년 초파리에 X선을 쬐어 처음으로 인위적으로 돌연변이
를 일으키게 하였던 인공돌연변이는 X선을 대량으로 쬐었을 때 생체에 일어나게 되는 유전 효과의 일종으로
이 사실이 밝혀진 후에 모든 생물은 X선을 쬐면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고, 이 업적으로 멀
러는 1946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멀러가 대량으로 돌연변이를 유발하였고 그 후 여러 화
학물질 등을 이용하며 새로운 돌연변이들도 점차 발견되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삶 곳곳에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X-ray가 돌연변이 유발에 매우 훌륭한 물질임을 보여주고 초파리로 실험을 진행하여 대량으로
돌연변이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만들어 주었다. 초파리의 흰 눈 돌연변이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유전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초파리 발생에 관여하는 많은 유전자가 발견됨으
로써 초파리가 유전학 재료에서 발생학 재료로 전환하게 되었다. 멀 러의 인공돌연변이 발견 이후엔 여러 가지
화학물질 등을 이용하여 점차 새로운 돌연변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우리 주변에는 많은 돌연변이 유
발물질들이 있어 항시 노출되어 있다.
나. 암수의 구별
초파리의 암컷과 수컷의 겉모습에는 차이가 있고 초파리의 관찰을 위해서는 암컷 구별이 필수적이다. 수컷의
관점에서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일반적으로 수컷은 암컷보다 크기가 작다. 두 번째, 수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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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과 달리 맨 앞다리에 검고 굵은 털인 성즐12)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세 번째, 수컷은 5번째와 6번째
복부의 등 쪽이 매우 검다. 네 번째, 뒤집어 보았을 때 생식기관이 암컷은 단순해 보이는 반면에 수컷은 굵고
검은 큐티클13)로 되어 있다. 성별 구분은 유충인 시기에도 가능하지만 구별하기가 까다로운데 몸집이 커다란
제3기의 유충을 골라서 물방울에 살짝 담그고 해부현미경에서 부드러운 핀셋으로 초파리 몸의 중간 부분을
약하게 눌러 관찰해보면 수컷은 암컷과 달리 투명하고 둥그런 정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로 암컷과 수컷을 구별해 낼 수 있다.

다. 관찰한 돌연변이 초파리의 종류

1) 흔적날개 초파리(Short-winged f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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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날개(vg=vestigial) 초파리는 (자취,흔적으로) 남아 있는 초파리로 날개가 퇴화되어 흔적날개의 형태를
가진다. 초파리의 2번 염색체 상에 ‘vestigial gene’의 결함으로 이상이 생겨 발생하게 되며 열성 형질을 가지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검은몸 초파리(Ebony flies)

검은몸(e=ebony) 초파리는 몸 전체의 색이 검게 나타나는 초파리로 3번 염색체의 ‘ebony gene’의 결함으로
황갈색 색소를 생산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형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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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굽은날개 초파리(Curly-winged flies)

굽은날개(cy=curly) 초파리는 날개가 밖으로 꺾인 초파리로 2번 염색체 상에 ‘curly gene’의 결함으로 이상
이 생겨 발생하게 되며 우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야생형 초파리(Normal fruit flies)

169

2020학년도 키움크로젝트 보고서 모음집

야생형(wt=wildtypes) 초파리는 일반적인 초파리로 기본적인 초파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5) 흰눈 초파리(White-eyed flies)

흰눈(w=white) 초파리는 눈의 색이 하얀색인 초파리로 1번 염색체 상에 ‘white gene’의 결함으로 이상이 생
겨 붉은 색소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형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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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초파리의 성염색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XY 염색체로 결정된다.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있으므로 빨간 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A, 흰 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a라 할 때 야생형 초파리는 빨간 눈을
가지고 있고 암컷이므로 성염색체 쌍은 AA 또는 aA다. 흰 눈 초파리 수컷의 성염색체 쌍은 xY이다. 이 둘의
교배로 나온 후손이므로 나올 수 있는 야생형 초파리 암컷의 유전자형은 aA, AY 또는 aa, aA, AY, AY이다.
2세대 초파리 모두 빨간 눈을 가진 초파리였으므로 빨간 눈을 결정하는 유전자 A가 흰 눈을 결정하는 유전자
a에 대해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해당 실험에 참여한 야생형 초파리 암컷의 유전자형은 XX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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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관련 진로에 관한 탐구
김두한, 장수용, 장석환, 송민호,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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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New Material]
: 신소재와 일상생활
30130 신가은
30232 조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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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정리 및 요약

2. 느낀 점 및 더 알아보고 싶은 점

Ⅰ. 서론

1. 초록
최근 신소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무수한 관심을 받고 있는 신소재가 최근

개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신소재는 약 160만 년 전 식품의 조리, 행동반경의

증가, 각종 도구의 발명으로 처음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소재는 수 세기를 거쳐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약 160만 년 전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소재는 무수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미래
에 꼭 필요한 기술로 꾸준히 언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소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선정 이유

Ⅱ. 본론
1. 신소재의 정의
신소재는 기존 소재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우수한 특성을 창출함으로써 고도의 기능, 구조 특성을 실

현한 재료이다. 또한 신소재는 단지 그래핀, 탄소나노튜브와 같이 현시점에서 새로운 특성을 가진 소
재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이 신소재라는 용어는 예를 들어 돌을 주로 사용하던 석기시대에 새롭게
발견된 재료, 즉 그 시대의 신소재는 청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그 해당 시대에 이전에 없던
새롭게 발견되거나 개발되는 것을 신소재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금속,무기,유기 원료를 이

용하여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제조하여 이전에 없던 새롭고 뛰어난 성능과 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를 일컫는다. 지금까지 현 시대에 개발된 신소재의 종류에는 크게 신금속재료, 비금속 무기재
료, 신고분자재료, 복합재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 신소재의 종류

가. 신금속 재료
신금속재료는 매우 특징적인 성질을 가진 금속으로 이에는 형상기억합금, 비정질 금속재료, 초전도 금
속재료가 있다.
1) 형상 기억 합금
형상 기억 합금은 어떤 상에서 형성된 합금이 다른 상에 있을 때에 변형을 받더라도, 모상으로 되돌

리면 형상도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가지는 합금을 말한다. 즉, 힘을 가해서 변형을 시켜도 본래

의 형상을 기억하고 있어 조금만 가열해도 곧 본래의 형상으로 복원하는 합금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
짐으로써 인공장기와 같은 의료 기기나 우주개발 기기, 전자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형상 기억 합금은 대표적으로 타이타늄-니켈 합금이 있으며 인공 위성 부품, 인공 심장 밸브, 감
응 장치 등에 활용된다.

[그림1. 형상 기억 합금]
비정질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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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질 금속재료는 용융 상태의 합금을 0.00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히 냉각시키면 그 구조가

결정 상태인 금속과는 달리 비결정 구조를 가지는 금속을 말한다. 비정질 금속은 같은 조성의 결정질

금속에 비해 강도가 수십 배나 뛰어나며 이 외에도 뛰어난 내마모성과 자기적 특성 그리고 부식에 대
한 저항이 최대 스테인리스강의 100만 배나 된다. 이러한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고주파 변압기의

자성 재료로 비정질 금속을 사용하면 열의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전자 기기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전력 손실을 현재의 1/3에서 1/5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내마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디오나
비디오의 자기 헤드 등에 실용화되고 있다.
3) 초전도 재료

초전도 재료는 절대 영도, 약 -273도에 가까운 극저온이 되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갖는

금속이다. 이의 특징은 입력된 에너지를 거의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 케이블, 핵융합
등의 에너지 개발, 자기부상 열차, 고에너지 가속기 등에 활용된다. 더불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

을 이용하여 초전도 재료로 전선을 만들게 되면 전력 손실을 거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전기 효율성이

매우 높은 발전기도 만들 수 있다. 또한 초전도 재료로는 초강자성을 만들 수 있도 있으므로 핵융합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자성을 이용하여 차체가 레일 위를 10cm 정도 떠서 시속
500km가 넘는 초고속으로 달리는 열차도 초전도 재료의 개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나. 비금속 무기 재료

비금속 무기 재료는 재료를 구성 성분으로 나누는 경우 유기 재료와 무기 재료로 나눌 수 있는데, 유
기 재료는 C, N, O, H, S, F등의 음이온들이 주된 구성원소이며, 생물체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인 목재,
천연섬유, 고분자, 종이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런 것이 아닌 돌, 금속 등은 무기재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무기 재료는 다시 금속 및 비금속으로 나뉘는데, Na, Mg, K, Ca 등 금속 양이온으로만 구성

되어 있는 경우 금속재료라고 부르며, 이런 금속원소들이 음이온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들을 비금
속 무기재료라고 부른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금속 무기재료는 대리석, 화강암, 대부분의 흙, 돌 등이

있다. 이 비금속 무기재료에는 파인세라믹스, 광섬유, 결정화 유리가 있다.
1) 파인 세라믹스

파인 세라믹스는 뉴 세라믹스라고도 하며, 천연 또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무기 화합물인 질화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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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원료로 하여 소결한 자기 재료이다. 파인 세라믹스는 크게 산화물계와 비산화물계로 나눌수있

다. 산화물계는 알루미나나 이산화규소 등과 같이 금속 원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천연의 화합
물을 말한다. 비산화물계는 산화물계에서의 산소의 역할을 탄소, 질소, 붕소 등이 대신하고 있는 화합
물이다. 비산화물계에는 탄화규소, 질화규소, 질화붕소 등이 있으며 이들은 천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즉, 새로운 요업 재료들이다. 파인 세라믹스는 내열성, 굳기, 초정밀 가공성, 점연
성, 절연성, 내식성이 철보다 강하다는 여러 가지 뛰어난 특성 때문에 고온 재료, 공구 재료, 전자 재
료, 생체 재료, 핵 재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2) 광섬유

광섬유는 전반사를 통해 빛의 손실 없이 전달시키는 섬유다 또는 직진을 하는 빛을 섬유 내부에서
굴절하게 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섬유를 말한다. 빛을 머리카락 굵기에 불과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유리 섬유 속에 가두어 보내어 광섬유한 가닥에 무려 전화 1만 2000 회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신소재이다. 광섬유는 한번에 엄청난 양의 정보량을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빛의 흡수에 의한 손실이 적고 전자기 유도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잡음이 없고 혼선 또는
도청을 당할 염려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광섬유는 몸속의 위나 장을 직접 볼수 있는
내시경, 원격 감시 장치와 같은 의료 분야에도 쓰이며 한 곳에 모인 태양광을 건물 내부나 지하실로
보낼 수 있어 지하와 같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도 식물을 기를 수 있다.
3) 결정화 유리
앞서 언급한 결정체인 금속을 급속히 냉각시켜 비결정질 금속을 만드는 것과는 반대인 특성을 지닌

것이다. 비결정질 구조를 가진 유리를 결정화시킴으로써 원래의 유리보다 뛰어난 특성을 갖거나 이전
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한 신소재이다. 결정화 유리는 내열 충격성, 화학적 내구성, 내마모
성, 전기 절연성, 고강도 등의 다양하고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벨브와 같
은 기계 재료, 천채 망원경의 반사경, 래이저 부품과 같은 광학 재료, 전기 절연 재료, 전자 재료, 생

체 재료, 핵분열 제어봉, 각종 반도체 센서 재료, 우주항공 재료 등 다양하고 뛰어난 특성을 가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다.
다. 신고분자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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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분자 재료는 고분자란 몇 개 또는 수십 개의 원자들이 결합한 정도의 단순한 분자가 아니라 수

천 개에서 수십만 개에 이르는 원자들이 길게 결합한 분자를 말한다. 이전의 고분자 재료는 열에 약하
고 무르거나 부러지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 고분자 재료는 이전의 고분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매우 우수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 금속이나 세라믹스를 대신하는 재료가 되었다. 이에
더 자세히 탐구해보면 전기적 또는 광학적으로 여러 가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의 고분자
재료들을 고기능성 고분자라고 한다. 이 신 고분자 재료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효율성 분자막,
태양광발전 플라스틱 전지가 있다.

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특별히 기계적 강도나 내열성 등이 우수하고 화학적,물리

적으로 혹독한 조건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물성이 변하지 않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이것은 자동차
나 비행기, 가전 제품 등의 분야에서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경랑화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자동
차의 기어와 베어링 같은 일반 기계 부품, 카메라 톰체, 헬멧, 의료용 기기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분야

나 핵에너지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다.
2) 고효율성 분자막

고효율성 분자막은 어떤 특정한 물질만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가진 고분자막이다. 역삼투막으로 사용
되는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나 방향족 폴리아미드 등은 분자막을 통과하지만 이온이나 유기 물질은

90% 이상, 박테리아나 콜로이드 등은 99% 이상을 걸러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성분의 질이 좋은

음료수나 공업 용수를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전자 산업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고압 보일러용 용수의
조달에 실제로 쓰이고 있다. 간단한 활용 사례로는 한외 여과막이 있다. 이 막은 혈액에서 요소 등 유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의료용 분리막으로 인공 신장에 이용되고 있으며 막의 구멍이 더욱 작아지면 화

학 물질들의 분리도 가능해진다.
3) 고기능성 고분자

고기능성 고분자는 전기적 또는 광학적으로 여러 가지 특수한 기능이 부여된 고성능의 고분자 재료
라고 한다.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고분자, 빛에 의해 반응하거나 분해되는 고분자 필름, 빛을 통과시키

는 플라스틱 렌즈 등이 있다. 이것은 강철보다도 강하고 탄력성이 좋아 이에 해당하는 가벼운 알로이
섬유는 방탄 재료나 비행기의 내장재, 헬멧, 스포츠 용구 등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라. 복합 재료

복합재료란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복합화한 후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각각의 소재가 원래의 상을 유
지하면서 원래의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도록 한 재료를 말한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두 종류 이상

의 소재를 복합화한 재료를 의미한다. 이 복합재료에는 바이오 센서,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섬유강화금
속이 있다.
1) 바이오 센서

바이오 센서는 생체에 적합한 의료용 신소재로서 인간의 5감을 가지는 것으로, 산업용 로봇 제어 기
술, 자동 제어, 정밀 계측기 분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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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지름 0.01cm 이하의 아주 작은 유리 섬유의 섬유나
탄소 섬유를 섞어 넣음으로써 그 강도를 한층 개선시킨 신소재이다. 기계적 특성 외에도 복합 효과에

의해 부식 저항, 치수 안정성, 열적 안정성 등을 개선 할 수도 있다. 특히 탄소 섬유는 강철보다도 강

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재료로서, 탄소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은 스포츠용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비행기, 우주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소형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 재료나 부품으로 사용된다.
3) 섬유 강화 금속
섬유 강화 금속은 금속 안에 매우 강한 섬유를 넣은 것으로, 알루미늄, 티탄, 마그네슘 등과 같은 비

교적 가벼운 금속 속에 알루미나나 탄화규소 등과 같이 인장 강도가 높고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세라
믹 섬유를 복합시킨 고온 고강도용 복합 재료이다. 섬유 강화 금속은 고온에서 작동되는 자동차의 엔
진이나 제트 엔진의 터빈 등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 금속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가지면서도 가벼운
재료이다. 이는 우주, 항공 분야에 활용된다.
3. 신소재의 실생활 사례
가. 고감도 비접촉 센서

신소재 이황화몰리브덴(MoS₂)을 활용해 피부의 땀과 같은 수분이나 사람의 호흡량을 고감도 감지할
수 있는 습도 센서 기술이 개발되었다. 손가락으로 직접 터치하지 않는 비접촉 방식으로 1cm 내외서

습도 감지가 가능하여, 생활 속 거리 유지가 중요한 코로나19 등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습도 센서는 습도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며 전기 신호 출력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해 감지하는 센서
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니터 스크린 등 터치형 제품이나 전자 기기 방수 기능에 활용되며 최근

에는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농작물 관리 스마트 팜 등에도 많이 적용되는 추세이다.

특히 습도 센서의 감도를 높이면 접촉 없이도 반응이 가능한 ‘비접촉식 센서’ 개발이 가능하다. 가전

제품, 산업용 전자 기기뿐 아니라 원전계통 내방사선 센서로 활용이 가능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

로 인한 생활 방역 관련 기술로 많은 응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ETRI가 개발한 습도 센서의 감도는 세
계 최고 수준인 66,000% 이상으로 기존 센서보다 660배 이상 뛰어나다. 감지 시간도 0.5초로 5~6초

씩 걸리는 기존 상용 센서보다 최대 12배 빠르다.
양극 산화 알루미늄(AAO) 기판에 신소재인 이황화 몰리브덴(MoS₂)을 코팅해 벌집(Honeycomb) 구조
를 이루는 센서로 만들어 감도를 대폭 높일 수 있다. 센서의 구성 물질이 벌집 구조를 이루면 수분,
수증기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비표면적이 매우 넓어져 감도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림2. 다공성 벌집 구조체의 비접촉 습도 센서

이렇게 개발된 센서는 피부의 수분량, 운동 전후 땀 배출량 및 호흡량 차이 등을 감지할 수 있다. 실

제 손으로 직접 터치를 하지 않아도 손에 미량의 수분을 센서가 감지하고, 패치형으로 센서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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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 운동 전후 땀의 양 변화나 운동 강도에 따른 호흡량 측정도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원리

를 이용하면 신체 각 부위의 수분량 측정이 손쉽게 센싱이 가능해 피부 습도와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

어, 뷰티·미용 보습 제품, 공기청정기 등에 향후 활용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생활 주변 사물들에 대한 위생·소독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출입문, 엘리베이터 버튼 등 터치식 제
품의 대안 기술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 전자파 차단 소재
전자파는 일종의 전기에너지로, 일정 간격으로 강도가 변하는 전자 자기장이 공기, 물속, 진공을 통해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우리 주변 모든 전자
기기는 전자파를 방출한다. 오랜 시간 전자 기기를 사용하면 발열 현상이 생기는데 이 발열 현상이 심
해지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전자파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파는 전자 기기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적외선, 가시광선, 감마선은 물론이고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도 전자파의 일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파가 존재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사물인터넷 (IOT) 기기, 전기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 부품 등 전자 기기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

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런 전자 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전자파가 다른 전자 기기의 작동 오
류, 수명 단축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폐기술' 즉 어느 영역에 대해 외부
로부터 자기장, 전기장 등의 영향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전자 기기로부터 전자파 발생을 막으려면 전자파 차단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전자파 차폐기술에

구리(Cu)와 같은 금속 소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런 금속 재료는 무게도 상당했으며, 가공도 어려웠
다. 또한, 전자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래핀 복합소재를 활용한 연구도 과거에 진행된 바 있다. 그래

핀 복합소재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얇고 투명하지만, 강도가 세고 열 전도성이 높음과 동시
에 전자 이동도 빠른 신소재이다. 높은 전기적 특성을 활용하여 초고속 반도체, 투명 전극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전지,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전자 종이 등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

꿈의 나노물질'로도 불린다. 하지만 그래핀 복합소재가 금속보다 전도도가 낮다는 한계점이 있어 전자
파 차폐를 목적으로는 아직 실용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한 신소재인 그래핀 복합소재에 `맥신(MXene)'을 첨가하여 전기전도도가 높으

[그림3. 전자파 차폐 소재]

면서도 매우 가벼우며 통신, 전기, 전자 기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를 탁월하게 차단하는 소재를 개발
했다. 그래핀 신소재와 맥신이 합쳐진 이 소재는 전자파 차폐율 99.9999994%를 기록해 나노 복합소재
사용군 중 최고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압력이 변함에 따라 저항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압력 측정
센서 역할도 동시에 가능하다. 이 소재는 전자파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 및 의료 기기, 자동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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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품, 웨어러블 스마트 제품, 로봇 등 전자파 노출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유연하고 저렴하면서 제조가 쉽기 때문에 필름이나 코팅 관련 제품을 양산하는 데도 적용
가능하다.

다. 스마트 콘택트렌즈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적이라 불릴 정도로 일상화된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이고, 이를 적절히 관리
하지 못하면 각종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측정은 병원, 연구실 등 전문 시설

을 이용해야 했다. 또한, 기존 측정 센서는 주로 전기화학 분석법, 흡광 분석법 등 복잡한 방식을 사용

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실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눈물 속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Cortisol)’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가 개발되

었다. 이 렌즈형 모바일 헬스 케어 기기는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일상에서 손쉽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림5. 스트레스 호르몬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콘택트렌즈]

‘그래핀(Graphene)’을 사용해 투명하고 유연하면서 무선 통신이 가능한 코티졸 센서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핀은 흑연의 한 층에서 떼어낸 벌집 모양 2차원 물질로, 전기·화학적 특성이 우수해 반도체
분야에서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그래핀 트랜지스터(FET)구조로 이뤄진 간단한 구성의 센서는 그래핀

표면에 결합하는 코티졸 농도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 즉 센서가 눈물 속 코티졸 농도에 따른 그래

핀의 미세한 저항 변화를 읽어내어 스트레스 수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검출해내는 것이다. 또한 1차
원 전도성 물질인 은 나노와이어를 그물망 구조로 만들어 신축성이 뛰어난 투명 전극과 안테나를 제작

하였고, 나아가 초정밀 3D 인쇄 공정으로 제작한 신축성 있는 회로로 전극, 안테나, NFC칩 등 각 부
품들을 연결하여 소프트 렌즈에 내장하였다. 렌즈 속 NFC칩은 센서에서 읽어낸 코티졸 농도를 스마트
폰으로 무선 전송한다. 렌즈 착용 후 스마트폰을 눈 가까이 가져가면 스트레스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다.

[그림4. 수치 측정용 스마트 콘택트렌즈]

이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소프트 렌즈에 코티졸 센서, 전극, 안테나 등을 내장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내장된 NFC 칩은 스트레스 호르몬 센서의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여 안테나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

한다. 4차 산업 시대에 주목받는 모바일 헬스 케어 산업뿐 아니라 의료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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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내용 정리 및 요약

최근에는 다양한 신소재가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연에 이미 있던 아이디어들을 신소재와

같은 현대 기술로 구현한 것뿐 아니라 원자나 분자 정도의 작은 크기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하여
기존 물질과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게 하는 기술까지 생겨나며 하루하루 다양한 기술들이 생겨나고 그

기술들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이 점점 더 향상되고 있다. 또한 등산복의 고어텍스 소재와 같이 방수, 발

수 기능이 있는 의류 역시 현대 과학 기술이 만든 신소재이다. 앞으로 다양한 신소재들이 개발되면 접
는 TV, 입는 컴퓨터와 같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바
이다.

2. 느낀 점 및 더 알아보고 싶은 점
조서현 - 신소재의 개념과 그 기본적인 종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개념을 재정리

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며 신소재의 개념과 신금속 재료, 비금속 무기 재료, 신고분자 재
료, 복합 재료 등 소재의 종류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내가

아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았고, 새로운 소재를 직접 개발하고 활용해보고 싶었다. 조사한 4

가지 소재 외에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소재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소재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다
른 소재들을 찾아보고 내가 아는 것 외의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소재가 활용

된 사례들에 관한 정보를 학술지나 논문에서 직접 찾아보고 스스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이 매우 유익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신소재 관련 지식을 더 쉽고 흥미 있게 익힐 수 있게 되었
다.

신가은 -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신소재에 대한 간단하고 기초적인 지식들만 알고 있었다. 예
를 들자면 신소재의 종류에는 단순히 그래핀이나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소재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고

있었고 다른 소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했었다. 또한 신소재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가진 소

재라고 단순히 알고 있었지만 석기시대에는 청동, 청동기 시대에는 철이 신소재였다는 점을 알고 매우
놀라웠고 새로웠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전문적인 용어나 일상에

사 쉽게 쓰이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접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탐구하고 들여다보며
나의 진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의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신소재의 종류나 일상에서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내용을 탐구하면서 신소재
의 종류나 활용 외에도 신소재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접하였다. 만약 다음에 또 다른 계기가 생긴다면
신소재의 원리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ㄴ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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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오늘날 영어라는 언어는 세계의 공용어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소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영어라는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고, 그만큼 영어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입장에서는 영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영어를 다양한 관점에

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는 더 이상 영미권 지역만의 언어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높이 부상하고

있는 언어인 만큼, 이전과 달리 점차 우리와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어가고 있으므로 영어영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영어를 더 깊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점을 조사하게 되었다.

2. 기대효과

영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각각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영어

가 두 갈래로 분화된 이유와 배경을 조사해봄으로써 그 언어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표면적으로만 배워오던 영어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영

어를 더욱 자세하게 배우게 될 때 중요한 밑거름으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론
1.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형성 배경
1) 영어의 기원

(1) 영어의 역사

오늘날의 영어는 고트어(Gothic), 라틴어(Latin), 희랍어(Greek), 산스크리트어(Sanscrite)등과 더불어 인구어족

(Indo-European Family)에 속한 언어로, 유럽 대륙에서 영국 본토로 건너 간데서 유래한다. 영어의 역사는 서기 449년

경 게르만어를 사용하는 앵글로-색슨족(Anglo-Saxons)과 주트족(Jutes)이 브리튼(Briton)섬을 침입하여 점령한 때로부
터 시작된다.

(2) 영어이름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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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란 이름의 England는 5세기 경 영국으로 이주하여 가장 넓은 지역을 점유하였던 앵글족(Angles)이 새 정착지를

자신들의 땅이라는 의미로 Engla Land(Land of the Angles)라 불린 것에서 유래하였다. 영어(영어:English)역시 Angles란

단어에서 파생된 앵글족의 말이란 뜻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England의 Eng-의 음을 따른 ‘영(英)’과 -land의 뜻을 따른 ‘국(國)’의 합성으로 ‘영국’이라는 국가명

이 만들어져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식을 따라 ‘영국’이라는 나라이름을 사용하고, 그 언어는 ‘영국의
언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 [영어의 발생과 역사 (세계 언어백과, 이성하, 김은정)]

(2) 영국영어의 배경

영국민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떠나 살거나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습관, 특히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을 꺼려했다. 이

러한 영국민들의 보수성으로 인해 영국은 좁은 면적에 비해 비교적 많은 방언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통일된 하나의

표준어가 필요하게 되었고, 영국 내의 여러 방언 중에서 어느 것을 표준어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리하여 영국에서는 귀족계급과 상류계급들이 쓰는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남부 영어(Southern British English)가 표준 영

어(Received Pronunciation, 이후 RP)로 인정되었다. RP는 “일반적으로 영국의 교육받은 사회계층에서 수용되는 발음으로

런던을 중심으로 한 대학출신자들의 일상적인 영어발음”을 가리킨다. 이 발음은 BBC 방송에서 사용되는 영어로서 발음의

일관성이 있고 지방색이 가장 없다는 이유로 표준발음으로 본다. 이러한 영국의 표준어는 어느 특정 지역의 방언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 직업, 특히 교육 정도와 관련이 있는 사회 방언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의 언어라
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미국영어의 배경

미국은 유럽대륙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미 대륙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시작된 나라이며,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는

17세기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이민자들이 가져온 영어이다.

1607년 아메리카 식민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London Company가 탐험해 놓은 미국 동부 버지니아(Virginia)주의 체서피

크(Chesapeake)만에 최초 영국의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영국의 최초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그들은 정착지를 제임스 1세를

따서 제임스타운(Jamestown)이라고 불렀으며, 곧이어 해안을 따라 그리고 버뮤다(Bermuda) 등 인근 섬에 정착지가 생겨
났다.

1620년 9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다른 개척민들과 함께 영국을 떠났다. 그

들은 바다에 몰아친 폭풍으로 버지니아(Virginia)까지 가지 못하고 케이프 코드(Cape Code)만에 닻을 내리게 된다. 그 후

다른 개척민들의 일부는 버지니아로 떠나고 남은 개척민들과 청교도들은 현재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의 플리머스

(Plymouth)에 정착지를 마련하게 된다. ‘Pilgrim Fathers’라고 후대에 알려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국에서 겪은 종교적

박해, 타락한 교회 관습이 없는 새로운 종교 왕국을 세울 땅을 찾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향했다는 점이다. 이들

은 후일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s)의 선조로서 현재까지 미국의 지배계급을 형성해 오고 있다. 이들이 사

용한 언어가 미국영어의 시작점과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후일 New England 방언을 형성했다(김명숙 외 2006, p.
229).

(3)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차이점

두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사람들은 당연 억양 차이로 알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혀가 굴러가는 소리가 있고 톤이

높다. 반면에 영국영어는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강하고 악센트가 미국에 비해 강하다. 톤은 일정하여 시크한 느낌이 들어

주로 영국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다수가 이와 같은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는 두 영어의 차이를
발음, 철자, 문법구조, 어휘 총 네 가지로 나누어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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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각각의 특징
1) 두 영어의 발음 차이
영어의 구성을 살펴보면 미국은 41개, 영국은 44개로 이루어져 있어 영국영어가 더 많은 소릿값을 가진다.
먼저 자음의 경우, 영국 영어에서는 [p, b, t, d, k, g] 같은 자음들을

미국 영어보다 좀 더 강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r/, /y/, /w/를 예시로 자세히 보면, 미국에서는 단어 끝이나 중간에 /r/

이 오면 그대로 발음한다. 또한 모음 앞의 /y/는 발음을 하지 않는데, news를 noos로 발음하고, student를 stoodent로 발음
한다. /w/에서는 w와 wh의 발음을 다르게 발음한다. 이 외에도 schedule에서의 첫 음인 sc-를 sk-로 때로는 sh-로 발음한
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국영어를 살펴보면, /r/의 경우 미국 영어와 달리 보통 발음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예시로 car,
far 등을 [ca], [fa] 로 발음한다. 그러나 모음이 다음에 올 때에는 모음 앞에 /y/를 붙여 발음한다. /w/는 어두를 w, wh 모
두 같게 발음한다.
모음의 차이를 보자면 영어의 모음에는 이중모음을 제외한 총 11개가 있다. 영어 발음 [aı]는 그림 < 1 >과 같이 발음된
다. 우리나라 ‘아이’와 매우 비슷하다. 미국은 ae/로 발음하지만 영국은 그대로 [a]로 발음한다.
[o]는 미국은 평순음으로, 영국은 원순음화 하여 발음한다

<그림 1>

영어 단어 ‘mobile’을 생각해보면 영어 단어 끝이 '-ile'로 끝나는 영어 단어들은 미국 영어에서는 '슈와' 즉 [ə]로 발음
하여 [əl]로 소리 내지만

영국 영어에서는 [aı]로 발음하여 [aıl]로 소리를 낸다.

2) 두 영어의 어휘 차이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는 sidewalk, gas, cookie, elevator와 같은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영국인들이 알아들을 수는 있지
만 사용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naff(좋지 않은)나 busk(공공 장소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 등이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에
서도 같은 뜻을 가졌지만 다르게 쓰이는 영어도 있다. 이는 그림< 2 >을 통해 더 참고할 수 있다.

<그림 2 영국과 미국의 뜻은 같지만 어휘가 다른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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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법
a. 명사
① 미국영어의 복수형이 영국영어에서 단수형이 되는 경우
candies - candy : 사탕
buntings - bunting : 깃발
results - result : 결과

② 미국영어의 단수형이 영국영어에서 복수형이 되는 경우
coals - coal : 석탄
parcel - parcels : 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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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ings - inning : 회

③ 미국영어는 전치사를 생략, 영국영어는 전치사를 동반하는 경우
It's a nice house to live.
It's a nice house to live in.

④ 신문에서 인물묘사 시 미국영어는 진술이, 영국영어는 성명이 앞서는 경우
Faithful student Yang Jeehee
Yang Jeehee, the faithful student

⑤ 하천 표시 시 미국영어는 river가 뒤에 오며 대문자이고, 영국영어는 그 반대인 경우
The Hudson River
the River Hudson

⑥ 복합어에서 미국영어는 명사+명사, 영국영어는 동명사+명사인 경우
sail boat - sailing boat
cook stove - cooking stove
dance room - dancing room

b. 대명사
① 미국영어에서 one은 he로, 영국영어에서는 그대로 one이 되는 경우
When one was memorizing English, he forgot it.
When one was memorizing English, one forgot it.

② 미국영어에서 'you and me'를 'you and I', 'It's I'를 ‘It's me'로 흔히 쓰는 경우
③ 미국영어에서 편지글에 ‘my’를 뺌으로써 친밀감을 나타내는 경우
Miss. Jeehee
My dear Miss. Jeehee

c. 형용사
① 미국영어에서 형용사를 부사적으로 쓰는 경우
real good, pretty sure, terrible hot, dead silent

② 미국영어에서 이중 비교급, 이중 최상급 사용이 비교적 흔한 경우
betterer, more better, most better

d. 관사
① 미국영어에서 정관사를 생략하는 경우
Greatful notebook I ever had.
the greatful notebook I ever had.

② 미국영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관사를 영국영어에서 사용하는 경우
She looked out of window.
She looked out of the window.

e. 동사

195

2020학년도 키움크로젝트 보고서 모음집

① 영국영어의 have you-?의 표현을 미국영어에서 Did you have-?로 사용하는 경우
Did you have finish your work yet?
Have you had finish your work yet?

② 생략

She told finished.
She told to have been finished.
Nobody here!
Nobody is here!

③ 미국영어에서 가정법 현재를 사용하는 곳에 영국영어에서 ‘should’를 동반하는 경우
I insisted that she takes the pencil with her.
I insisted that she should take the pencil with her.

④ 완료형 문장에서 have의 생략
Finished the work?
Have you finished the work?
Now you finished the work?
Now have you finished the work?

⑤ 영국영어의 have to, must가 미국영어에서 have got to로 쓰이는 경우
You have got to rest well.
You have to rest well.

⑥ 미국영어에서 단축하는 경향이 강한 경우
haven't - have not
isn't - is not

⑦ 미국영어에서 음운 축약의 경향이 강한 경우
gonna - going to
wanna - want to
useta - used to

f. 전치사
① 'different' 뒤에 미국영어에서는 than이, 영국영어에서는 from이 오는 경우
They are different than each other in grade.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grade.

② 미국영어에서 날짜 요일과 함께 쓰는 on을 생략하는 경향이 강한 경우
I started my homework Friday.
I started my homework on Friday.

③ 미국영어의 on, in이 영국영어에서 in으로 쓰이는 경우
There is an apple on(in) the ground.
There is an apple in the ground.

④ 미국영어의 home이 영국영어에서 at home으로 쓰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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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stay home with Jeehee.
Let's stay at home with Jeehee.

⑤ 미국영어의 after이 영국영어에서 past로 쓰이는 경우
Seven minutes after five.
Seven minutes past five.

⑥ 미국영어의 all of the가 영국영어에서 all the로 쓰이는 경우
She studied all of the time.
She studied all the time.

⑦ 미국영어의 days가 영국영어에서 each day로 쓰이는 경우
The library is open days from 7:00 to 6:00
The library is open each day from 7:00 to 6:00

g. 부사
① 미국영어의 around가 영국영어에서는 사라져 가는 경우
It is around seven o'clock.
It is about seven o'clock.
They will stay around the library.
They will stay somewhere in near the library.

h. 접속사
① 미국영어에서 That등의 전치사 생략이 흔한 경우
I don't think the work is due tomorrow.
I don't think that the work is due tomorrow.
The grade was so serious I cried.
The grade was so serious that I cried.

② 미국영어에서 접속사로 쓰이는 like가 영국영어에서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
I never received good grade like my friends.

③ 미국영어의 like 대신 영국영어에서 as if, as though으로 쓰이는 경우
She feels like she was 20 years old.
She feels as if she were 20 years old.
It looks like she studies to hard.
It looks as though she studied to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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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구한계

결론

연구를 진행하며 우선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
연구한
계 비교한 논문이 많이 없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논문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조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어려움과 연구 계획서에 계획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연구를 진행하며 우선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야 해서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이 들어 보다 더 좋은 연구 보고서를 만들지 못해 너무 아쉬웠던 것 같다.
차이점에 대해 비교한 논문이 많이 없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논문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들과 의견을 잘 조율하여 나름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얻게 된 거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또한 조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어려움과 연구 계획서에 계획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좋았다.
야 해서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이 들어 보다 더 좋은 연구 보고서를 만들지 못해 너무 아쉬웠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들과 의견을 잘 조율하여 나름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얻게 된 거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다.

2. 연구를 진행해보며 느낀 점
작년에 비슷한 활동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헤맨 거 같
아서
같다
2. 연아쉬웠던
구를 진거
행해
보.며그리고
느낀연구의
점 주제를 잡는데 있어서 다들 영문학과를 희망하고 있어서 관심분야가 비

슷해서 주제를 수월하게 선정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소에 주로 우리가 미국 영어를 배우기에 영국 영어에도
작년에 비슷한 활동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헤맨 거 같
관심이 많아서 이러한 주제를 잡게 되었는데 주제 또한 잘 잡은 거 같아서 뿌듯했다. 비록 연구를 계획하는 과
아서 아쉬웠던 거 같다. 그리고 연구의 주제를 잡는데 있어서 다들 영문학과를 희망하고 있어서 관심분야가 비
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아쉬웠으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슷해서 주제를 수월하게 선정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소에 주로 우리가 미국 영어를 배우기에 영국 영어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제를 나름 잘 구성한 덕분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
관심이 많아서 이러한 주제를 잡게 되었는데 주제 또한 잘 잡은 거 같아서 뿌듯했다. 비록 연구를 계획하는 과
던 것 같다. 프로젝트 계획서에 계획해놓은 일정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2차 지필고사와 수행평
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아쉬웠으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가 있어서 조금 촉박한 느낌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조원이 많지 않아 의견을 정리하고 합치는데 많은 시간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제를 나름 잘 구성한 덕분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조원 모두가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덤벙거리는 성격이
던 것 같다. 프로젝트 계획서에 계획해놓은 일정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2차 지필고사와 수행평
라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이지는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어떤 조들보다 더 많은 문헌을 조사
가가 있어서 조금 촉박한 느낌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조원이 많지 않아 의견을 정리하고 합치는데 많은 시간을
해 비교, 대조하려고 노력하고 이전의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보다 더 많은 회의를 통해 더 성공적으로 자료 조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조원 모두가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덤벙거리는 성격이
사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문학과를 꿈꾸는 우리가 학과에 대한 관심을 더
라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이지는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어떤 조들보다 더 많은 문헌을 조사
기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가 평소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미국 영어 뿐만 아니라 영국 영어에 대해 알아
해 비교, 대조하려고 노력하고 이전의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보다 더 많은 회의를 통해 더 성공적으로 자료 조
볼 수 있어서 조원들 모두에게 너무 의미있는 시간이였던 거 같다. 이번 경험을 통해 음성학에 대해 공부하고
사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문학과를 꿈꾸는 우리가 학과에 대한 관심을 더
조사해보며 음성학에 대한 흥미도 높일 수 있었던 거 같다. 무엇보다 언어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던 시간이
기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가 평소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미국 영어 뿐만 아니라 영국 영어에 대해 알아
었고 조원들 모두 잘 참여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여 이렇게 좋고 수준 높은 보고서를 얻게 되어 비록 자료
볼 수 있어서 조원들 모두에게 너무 의미있는 시간이였던 거 같다. 이번 경험을 통해 음성학에 대해 공부하고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너무 뿌듯하고 재밌었다 !
조사해보며 음성학에 대한 흥미도 높일 수 있었던 거 같다. 무엇보다 언어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던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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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실태
지난 3월 교육부에서‘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결과를 분석해보니 국어, 영어, 수학 모
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창의력은 기
를 수 없어도 효과적으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암기식 교육의 큰 틀은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100% 외우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교육이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누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외웠는지 평가하고 성적으로 줄을 세운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등수가 밀려나는 우
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깊이 있는 공부는 사치라 볼 수 있다. 반복을 통해 배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외워야 하고, 친
구가 잘할수록 등수가 밀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제외한 모두가 경쟁자이다.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역시“한
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교육 실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그의 말처
럼 요즘 초등학생들은 더 좋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 벌써부터 입시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고등학생 역시 학원에 가
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거나 비교과를 준비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아주 철저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 너무 잘 길들여져 있으며 이러한 교육체제는 중,고등학교가 청소년기에 나름대로의 인간교육보다
대학 입학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거의 고착되어 학생들은 단순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공부벌레 내지는 시험의 기
술자가 되어야 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실태를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모해보며 이상적인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특성
앞서 소개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결해보고자 하여 각 시기별 학생들의 특성과
그에 따른 교육법을 조사하였다. 먼저 3~4살 아이들은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려 한다. 그 전까지는 손에 잡히는 것들
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지식과 정보
를 구체화한다. 이 시기 교사들은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규칙과 질서, 원리를 발견한 아이들은 아동기(6~12)에 접어들면서 정신적 독립으
로 나아간다. 유아기에는 육체적 독립을 통해 온전한 감각기능과 사고력을 획득했다면 이제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판
단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간다. 그래서 교사는 담화가 들어간 수학이나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사회, 문화 등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12~18)에는 사회적 독립을 이루어 간다. 자기
생각과 이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사회현상이나 정책에 관한 관심이 확대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
론 중심의 수업이 아닌 토론식 수업이나 상담제 수업을 통해 청소년기 학생들이 적절한 사회적 독립을 이룰 수 있
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학생은 성숙기(18~24)에 접어들면 자기만의 관심영역이 생기고 그에 대한 깊은 연
구를 통해 완전한 독립으로 나아간다. 이시기 학생들에게 교사는 완벽한 답을 지도해주는 것이 아닌 조언이나 충고
를 하여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관심영역에서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한다면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 효과를 심어줄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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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교육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주입식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여 우리나라와는 다른 교육방식
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알아보고, 주입식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방식에 대해
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은 틀에 맞춰져 있는 교육방식에 학생들이 맞춰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어린나이일 때부터 사교육을 과도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한글조차도 잘
깨우치지 못한 유치원생 아이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 한글보다 영어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꿔나가야 할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대부분 교실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며 실내에서 보내
는 시간이 많은 유치원이 대부분이다. 유치원생 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며 느끼는 것이 가
장 중요한데 이와 달리 실제로는 교실에서 교구를 통해 수학을 배우거나 책으로 배우곤 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초등학생들은 유치원생들보다도 더 실내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더 심각하게는 초등학생부터 사교
육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요즘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초등학생들의 가방을 보면 초등학생
들의 나이에 맞는 물건이 들어있지 않고 여러 과목의 학원 책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다른나라의 교육 사례 중
네덜란드의 교육을 소개하려고 한다. 네덜란드는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글자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고 한
다. 글자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은 오히려 어떠한 사물이나 책을 봤을 때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글자
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배운대로만 글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글자 습득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글자에 흥미를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고 도서관을 자주 데리고 다닌다고 한다. 아이들이
글자가 느리다고 해서 절대 조급해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모들을
생각해보면 자신의 아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글자 배우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이가 글자를
잘 습득하지 못하면, 엄청난 걱정과 함께 병원에 찾아가서 언어발달검사를 받거나 학습지 선생님과 함께
글자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하곤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
라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글자공부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 글자를 가르쳐줄 시간에 아이들에게 놀
이를 통해 양보와 협동심, 나눔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는 것보다 아
이들의 인성을 길러 사회생활의 기초를 잡아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
유로운 유치원 생활을 보내고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의 아이들의 모습은 학교에 가는 초등학생에게 책가
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숙제도 없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교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성적이 뒤처지는 아이가 있으면 담임교사와 아이의 부모가 면담을 하며 교사는
부모에게 아이의 유급을 권유한다고 한다. 이때 부모는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아이를 나무라지 않는다. 진
도를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는 아이를 억지로 끌고가기 보다는 제대로 배우고 학년을 올라가야 한다고 생
각하는 부모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가방이 무거워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거나 체구에 맞지 않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며 학원에 늦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에 잠긴 아이들
과,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자신의 아이의 성적이 뒤처지고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아이를 나무라고 여
러 가지 학원을 보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모들과는 정말 다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덜란드의 교육방식에서 사교육이 없는 교육 방식이 제일 부럽고 제일 신기하다고 생각하였다. 네
덜란드에서는 선행학습은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 즉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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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지 않는 만큼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보면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에 시달려 굉장히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이
들이 학업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나이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뛰어놀 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들이 무작정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만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또한 부모, 교사, 우리나라가 이
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부의 철학은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
고 한다.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철학으로 삼고 있다. 하지
만 나는 이 철학을 보고 공감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보면 어린나이일때부터 주입식 교육으
로 친구들과 협력과 공존을 하기 보다는 서로 경쟁하며 자신의 성적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을 한 부모, 교사 즉,
우리나라의 교육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잘 가야지만 인정받는 사회, 상위권에 들어야만 대단
하다고 인정해주는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제도만 바뀌는건 의미가 없
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다른나라의
교육사례를 보고 단순히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생
각해보고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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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식 교육을 대체할 교육

하브루타

내가 제안할 주입식 교육을 대체할 교육은 바로 하브루타이다.
하브루타는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베르’에서 유래된 용어로 나이나 계급, 성별과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 논쟁을 펼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토론식 교육 방법이다. 주로 유대교의 경
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
다. 교사는 학생이 부담 없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토론을 이어나가며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는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답에 근
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하브루타는 무언가를 외우고 알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의 사고력을 높여 안목과 통찰력, 비판적 사고력
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학습자들은 토론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주제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생각
하게 된다. 또,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여 그 부분을 보충하게 된다. 하브루타의
학습자는 배움을 받는 동시에 배움을 줄 수 있으며 다각적으로 지식을 이해하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시킴으로써 자기 주도 학습 농력과 창의력까지 향상할 수 있다. 또, 하브루타는 스스로 사고하고 자
료를 찾아가면서 자발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력을 증진 시키기에
도 효과적이다.
특히 하브루타는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하는 데에도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다섯
가지 능력을 하브루타가 강화해주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하에 명
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능력, 해당 주제에 대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 이해관계, 논리 구
성 등을 치밀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관련된 증거와 보충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성을 입
증할 수 있는 능력, 가능한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자신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입장을 확정하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하브루타 교육법의 핵심인 ‘질문하기’와 ‘토론하기’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문제에 대
해 질문을 제기할 때 비로소 사고가 시작되며 질문의 수준이 높고 휼륭하면 그만큼 생각의 질도 높아지
고 날카로운 생각을 지닐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하브루타 수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하
기에서부터 비판적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브루타 교육법은 주제이해, 하브루타, 상호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주제 이해는 주제를 선
정하고 주제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주제를 이해하고 각자 주제에 대하여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고 정리하
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학습자들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수준의 정도를 맞추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대화를 통해 이해한다. 주제에 대한 파악을 마친 뒤에는 본격적으로 하브루타를 실시하게
된다. 2인 1조로 조를 구성하여 첫 번째 하브루타에서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주장과 근거
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반론을 하는 찬반 토론을 실시한 후 두 번째 하브루타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바꾸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하브루타 운영 과정에서 학
생들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하나의 입장이 아닌 두 개의 입장을 모두 거치면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
각을 가지고 이에 따라 비판적으로 주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과정인 상호 피드백 과
정은 하브루타를 진행한 뒤에 결과를 정리하고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해 근거가
타당한가를 확인하여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발표한다.
하브루타는 토론을 통하여 수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토론 수업과 유사하지만 결론적으론 다르다. 토론
은 이미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하브루타는 하브루타 그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자
방법이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하는 힘, 다양한 해법 등이 바로 그 목적이다. 또, 하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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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학생들 간의 학습이라는 점에서 동료학습과 유사하나 동료학습은 학생 한 명이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하브루타는 동등한 친구로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토론과 엇비슷한 하브루타 수업은 6가지 원리에 의해서 행해진다. 첫째는 ‘경청하기’이다. 경청하기는
짝이 말하면 집중해서 듣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생각에 대해서도 경청한다. 둘째는 ‘재확인하기’이
다. 재확인하기는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여 표현하는 피드백이다. 경청하기와 재확인하기는 하브루타 시
작과 이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며, 하브루타를 완성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브루타를 하는 동안 경청하기
와 재확인하기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는 정리된 의견들을 표현할 수 있다. 셋째는 ‘반문하기’이다. 반문하기는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되받아
묻거나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며 질문할 수 있다.
넷째는 ‘집중하기’이다. 집중하기는 경청하여 주의를 집중하고 대안들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하브루
타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탐색하는 과정과 상대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탐색하는 과정과 상대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과정
이 중요하다. 반문하기 집중하기를 통해 대화의 방향이 결정된다. 다섯째는 ‘지지하기’이다. 지지하기
는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지지적인 언어, 상대
의 생각 위에 생각을 덧붙여 함께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명시적 지지행위, 상대
가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눈에 보이는 움직임의 형태를 통해 풍부한 하브루타를 발전시키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지지하기는 상대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고 강화 및 확장하도록 돕는다. 여섯째
는 ‘도전하기’이다. 도전하기는 사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도전으로서 상대에게 모순이
나 대립되는 아이디어는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지지하기와 도전하기는 대화의 방향을 조
정하고 상대방
의 생각들을 더욱 분명히 하도록 돕는다.
불과 세계의 0.2%의 불과한 유대인은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유대인의 주
식인 하브루타의 유용성은 이미 증명된 셈이다. 실제로 하브루타 수업을 시행한 하브루타 활용
개인 및 집단창의성에 미치는 영향(허영주,2016)란 논문에 따르면 하브루타 수업을 시행하여 집단
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하브루타 수업은 어느 교과목에서나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수업방
수업이
창의성
학생들

의 활동 위주의 수업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적 사고력을 얻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을 대체할 교육 방식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해외 교육의 우수한 사례

핀란드

우수한 해외의 교육으로 핀란드의 교육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핀란드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수업료가 없
는 평등주의 노르딕 제도이다. 7살에서 시작해서 9학년까지의 의무교육이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상
급식이 제공된다. 학생들은 인근의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종합 학교 이후의 고등학교에서는 직업 교육과
학문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핀란드의 초등 교육 학제는 9년제를 따르며, 의무교육이다. 홈스쿨링이 허용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많이 존재하지만 핀란드는 사립학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
라 사립학교에서 주로 일어나는 부정행위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사립학교가 있다고 해도 수업
료를 발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1차 교육-초등학교의 첫 1년 동안은 언어 교육 등에만 학점이 한정되며 학점수치가 부분적으로 결정된
다. 대개 종합 학교의 학생들은 1년에 두 번씩 보고서 카드를 제출한다. 종합 학교의 학생들은 보건과 하
루 필요량의 1/3에 해당하는 무상급식과 같은 사회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게다가 교과서와 교재, 학교에
서 주관하는 장거리 소풍을 무상으로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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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육-핀란드의 두 번째 학제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며 실업계와 인문계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계는 취업을 대비하며 인문계는 모든 과목을 교육하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대학 과정을
준비하게 한다. 그런데 더 좋은 점은 이러한 체계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이라
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인문계고를 졸업했을 지라도 직업 교육 프로
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더 특이한 것은 두 학교를 동시에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업계 졸업생은 실업계 학교 졸업장을 취득한다. 인문계 졸업생은 인문계 졸업장과 대학입학 자격 시험
을 모두 휙득한다. 인문계 학교는 전국적으로 성적이 매겨지는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은 원래
헬싱키 대학교 시험이었지만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문계 학생들은 학
교에서 보건을 보장 받고 매일 점심을 무상급식으로 제공받는다.
3차 교육-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고등 교육으로 종합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대학은 모
두 국립으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생 선발의 기준으로 국가대
입자격시험과 입학시험이 이용된다. 종합 대학의 초점은 연구이고 대학은 이론적인 교육만을 제공한다.
성인 교육-3년 과정의 2차 직업 교육을 마치면 추가 학습에 대한 자격이 정식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대
학에 입학하기 전 비교적 높은 지식 수준을 요구하는 입학 시험 때문에 2차 교육이 필수적이다. 2차 후
기 교육은 지자체 학교 또는 센터에서 제공되며 이것은 직업교육이나 종합 또는 고등 교육 수준의 학습
이 주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검정고시와 같은 졸업증서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종합 학교의 학
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새로운 교류 학습을 실업과 같은 상태에서 성인 교육 센터에서도 배울 수 있다.
또한 성인 교육도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과정과 학습 기간과 학업수준을 제공한다. 성인 무상교육의 목표는 전
문적이거나 학위 우선의 교육이 아니라 다재다능한 재능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 사회와 소통을 하거
나 민주주의를 지향하거나 사회적 평등과 다양성 같은 내용들도 있다. 역사적으로 성인 무상 교육은 19
세기 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일반 국민들을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교육면에서 강국인 핀란드의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과 다른 점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성인 교육에서 차이점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성인 교육에
대한 복지를 핀란드와 같이 많이 강화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성인 교육을 무료로 시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기초적인 것들 밖에 교육을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나라도 핀란드처럼 수능 공부 위주의 교육이 아닌 직업에 정말 필요한 교육들을 위주로 학습하였으면 좋
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이 증가하면 입시체제에 대한 과열 경쟁이 줄어들고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더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 론
창의 키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
윤미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전에는 주입식교육의 문제점만 알았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
적인 해결방안을 알게 되었다 먼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달단계별 학
생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일관적인 수업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식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조원들과 토의를 하면서 토론중심의 교육이 현재 실
시하고 있는 주입식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교사가 진로인 나는 이를 바

205

2020학년도 키움크로젝트 보고서 모음집

탕으로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자유로운 방식의 토론식 수업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능
동적인 수어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다 그리고 조장을 하면서 조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
해가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김진경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나라의
교육 사례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주입식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하브루타 교육방
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되었다 또한 교사라는 같은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과 함께 교육에 관한 얘기들
을 나누며 내가 알고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몰랐던 정보를 듣는 등의 활동 등을 하며 교육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게 되었고 미래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더 나아가 강의식 교육이 아닌 교육방법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고 다음번엔 거꾸로 수업 에 대해 더 알아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서진 나는 이번 창의키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알아
보았다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
각해보게 되었다 나도 학생으로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항상 이 교육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미래에 학생들이 받는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우리나
라와는 비교되는 다른 나라의 교육 사례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심각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
었으며 특히 내가 조사한 네덜란드의 자유로운 교육을 우리나라가 반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
는 학생들은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나는 유치원 교사라
는 나의 꿈을 이루게 되면 아이들에게 강압적인 교육방식으로 가르치고 싶지는 않다 틀에 맞춰져 있는
교육 형식적인 교육을 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
였다
황세원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교육이어서 훨씬 더 쉽게
문제점을 찾을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특히 핀란드의 교
육정책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교육이 많이
부진하며 복지수준이 매우 낮은데 핀란드의 성인교육의 제도를 꼭 본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
가 미래에 하게 될 교육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강다연 꿈의 대학에서 다양한 교육법을 배웠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교육방식이 하브루타였다 평소 토론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잘 행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
래서 하브루타라는 수업이 현 수업을 대체하게 된다면 어떨까 라는 의문에 하브루타라는 수업 방식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존 토론 방식과 하브루타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알게 되
었고 하브루타 수업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교육이 아예 너무 나쁘지는 않지만
현재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당장 수업
방식을 고쳐나가기는 어렵겠지만 한걸음씩 천천히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밝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하브루타 수업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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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이익 효과에 대한 연구
- 한류 문화 마케팅 사례를 중심으로 30515 노의정
30531 채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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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대답해 보라 하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아마 대부분이 유튜브
와 같은 플랫폼 매체를 꼽을 것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작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들어
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걸쳐왔다. 많은 서비스 직업이 AI로 대체되기도 했고, 없던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 중에서 마케팅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의 마케팅은 그저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단순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소통을 책
임지는 연결 다리가 되었고, 마케팅의 방법 또한 다양화되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IT가 발달하면서 각종 플랫폼
매체가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영상광고가 이제는 유튜브라는 매체에 집중되어 만들어지고
분포된다. 현시대 사람들은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SNS
에 기업들이 직접 계정을 만들어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 들인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외에도 문화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시도하는 기업들도 여럿 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 그 이상을 원한다.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기업의 노력들에 주목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문화 예술에 기업의 제품이나 기획을 접모시켜 소비자
들에게 접근하곤 한다. 대중문화가 발달한 요즘,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 인 것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과 문화 마케팅을 융합한 마케팅 또한 분명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달라지는 마케팅의 방식과 다양화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고, 4차 산업과 문화 마케팅의 융합에 대
한 분석과 그로 인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며, 마케팅 트렌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마케팅 방향
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된 지식으로 마케팅 분야에 대한 넓은 시야를 습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문화 마케팅의 접목을 통해 얻는 기업의 이익 효과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개
념을 사전에 정의된 개념이나 선행 연구가 되어 있는 선행 연구물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문헌연구법을 사용할 것
이며,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록될 것이다.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문화 마케팅의 정의
1. 문화 마케팅의 개념과 유형
사전적 정의에 따른 문화 마케팅은 기업이 문화를 매개로 하여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기법을 말
한다. 표면적으로는 공익사업의 형태를 띠지만 주목적은 기업의 홍보, 이미지 제고에 있다고 한다고 나와있다.
사전적 정의 외의 문화 마케팅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심상민의 논의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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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상민은 문화 마케팅에 대하여 “기업이 문화를 매개로 하여 ‘유희하는 고객’을 유혹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문화 마케팅은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삶 속에서 참여하고
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방식으로 그 기업을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을 모르거나 다른 기업을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들 모두를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문화 마케팅의 현황
<표1-1> 문화 예술 지원 규모

구분
지원기업 수 (개)
지원금액 (만원)
지원건수 (개)

2016
497
202,581
1,463

2017
532
194,312
1,415

2018
515
203,954
1,337

전년 대비(%)
3.2
▲5.0
5.6

한국 메세나 협회는 매년 회원사와 매출액 대비 500대 기업과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

원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일단 국내 기업의 문화 마케팅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약 1,940억 원

규모로 2016년 대비 약 182억 원 증가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 마케팅의 지원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기

업의 문화 예술 분야의 행사와 기업 자체 문화 예술 인프라 확대 운영 등 문화 마케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다소 감소하는 측면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지원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지원건수와 지원기업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1-2> 기업의 문화 예술 분야별 지원금액

기업의 문화 예술 분야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문화 예술 인프라(기업이 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장 등) 분야
의 지원 규모가 약 1,194억원 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는데, 인프라에 대한 지원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은 수도권 지역에 신
규 개관한 대형 전시관에 대한 지원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클랙식 분야는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지원금액
이 4천 6백만 원 감소한 것으로 감소폭이 크진 않았다. 미술 및 전시 분야 또한 전년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감소세는 유통업계와 기업 운영 미술관 등이 진행하던 외부 대형 미술 및 전시 후원, 미술 콘텐츠를 융합한 프로
젝트 행사 등이 일부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39.1%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증가는 기업
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상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 예술교육, 예술영재 장학사업 등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업의 확대화 관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다른 분야들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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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대두
1.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개념
4차 산업혁명은 물리세계, 디지털세계, 그리고 생물 세계가 융합되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새로
운 산업시대를 말한다.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의 대량생산화,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은

물리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가상현실(VR)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
는 현재 및 미래를 의미하며,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3차 산업혁명이 일으킨 컴퓨터와 정보기술(IT)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는 형태이지만 발전의 폭발성과 파괴성 때문에 3차 산업 혁명이 계속 된다고 하기 보다 새로운 시대로 여겨진다고
한다.

2.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마케팅
마케팅은 생산자가 상품 혹은 용역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관련된 경영 활동으로 더 정확하게는 개인 및
조직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교환의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나 상품 및 용역의 개념을 정립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유통 및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들어가기 전 마케팅은 대부분 텔
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왔다. 마케팅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람이 관리해 왔고, 소비자에
게 상품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한정적이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들어오면서 IT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상품을 관리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IT
기술들이 융합되기 시작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치, 아프리카티비 등 sns와 각종 플랫폼의 사용
이 활발해졌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광고영상을 만들어 텔레비전이 아
닌 유튜브에 집어넣어 소비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광고를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유명 유튜버들에
게 협찬이나 광고를 맡겨 상품을 홍보하였다. sns를 활용해 기업들이 자체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거나 이벤트를
여는 등, 4차 산업 기술과 융합하여 마케팅을 실시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그 전까지는 소비자들의 연령, 성별, 선호도 등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
한 마케팅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원하는 상품 하나를 클릭하는 순간 그 소비
자의 쇼핑 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원할만한 상품들을 먼저 보이게 진열해 놓거나, 광
고를 보여주는 등 예전에 비해 마케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비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 졌다고 볼 수 있
다.

제 3절. 기업의 문화 마케팅
1. 기업의 문화 마케팅 등장 과정
문화 마케팅 방식에는 기업가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 에게도 사회공헌 활동이 요구되면서 출발한 ‘메세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이러한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만큼 사회공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
서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
로 판단된다고 한다. 지금은 초기의 형태인 문화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문화 활동을 유도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
하거나 직접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 기관과의 파트너십 등과 같은 지
금의 다양한 방식의 문화 마케팅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문화 마케팅 방식이 다양화되자 이를 유형화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문화 마케팅의 유형을 ‘반짝형’, ‘의무형’, ‘홍보형’, ‘파트너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문화 마케팅’을 5S로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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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였다.
5S 중 첫 번째는 문화판촉(Sales)으로 문화를 광고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문화 지원
(Sponsorship)로 자사의 홍보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문화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 마케팅의 주류를 이룬다고 한
다. 세 번째는 문화연출(Synthesis)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화 이미지를 체화해 차별화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문화기
업(Style)이며, 새롭고 독특한 문화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포지셔닝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문화 후광이
다. 국가의 문화적 매력을 후광효과로 향유 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큰 변화는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IT
가 발전하고, 그러한 발전으로 문화 마케팅은 미디어, 인터넷 등과 결합하여 수많은 변화를 걸쳐 바뀌어 갔으며, 이로인해
현재의 여러 문화 마케팅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2. 문화 마케팅을 선호하는 이유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인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이렇게 말했다. “기업의 목적은 자선 사업이 아니다” 기업의
일차적 목적은 이윤 추구이며, 영리를 얻지 못하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개인과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도 공급
할 수 없게 된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국부의 증진, 프리드먼의 기업 소유주와 주주들의 권익 보호 등은 기업
의 목적을 이윤 추구로 보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란 자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며 목적이
다. 윤리적인 행동을 보여야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비하는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자선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순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문화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마케팅은 여러 가지 문화를 활용하여 소비자들
을 끌어들인다. 그러한 마케팅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식을 심어주며 어쩌면, 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 보다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한다. 정당한 마케팅 방법으로 최대의 이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 방법을 싫어
하는 기업은 없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문화 마케팅이 기업들 사이에서 각광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절. 한류 문화의 현황
1. 한류의 개념
'한류(韓流)'는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에 소비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방정책이 본격
화된 후, 1990년대 후반부터 가시화된 한류의 현상은 처음에는 영화, TV드라마, 대중음악, 게임 등 대중문화의 해외 유통과
소비가 위주였지만, 점차 패션, 음식, 한글 등 보다 폭넓은 한국 문화의 해외 진출로 확산되고 있다.
한류의 발생 원인은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는 일본·홍
콩-한국·대만-중국·동남아시아의 순서로 경제 발전이 이어졌고, 경제적 교류에 이은 문화적 교류의 결과로 항류(
(

)와 일류

)에 이어 한류가 발생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원조라는 외환위기와 더불

어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거품이 빠지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이 때 198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
의 대중문화 산업이 당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정책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한국 대중문화
의 경쟁력 상승 배경의 내적 요인으로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87년부터 시작된 개방정
책과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성장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1980년대 음악 산업의 발전과 함께 1990년대 영화, 게임, 인터
넷 등 대중문화 산업 전체가 급성장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일본 콘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상대적으
로 저렴하지만 새로운 한국의 콘텐츠가 홍콩과 대만 그리고 중국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전
체로 한류가 퍼질 수 있었다. 또한 아시아 전반에 걸친 반일감정이 한몫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한류의 발생시
점과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에서 다른 수용자를 대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진출시점을 볼 때, 한국 TV드라마의 인기가 시작되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인기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1993년 TV드라마 〈질투〉가 처음으로 수출되었고, 1997년부터 〈사랑이 뭐길래〉 등이 인기를 얻
으며 1998년 클론, H.O.T 등의 음반이 발매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류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요소는 단연 연예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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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 산업이다. TV드라마와 대중음악 등의 유행은 한류스타를 탄생시켰고,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
했다.
현재는 이러한 모든 분야들을 통틀어 한류라고 칭하고 있다.

2. 한류의 유형
한류는 미디어, 문화, 역사, 음식, 화장품, 음악, 예술 등 여러 방면의 유형이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유명한 한류를 꼽자
면, 첫 번째로 현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한류는 K-POP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아이돌 가수들
의 열풍은 2000년대로 들어와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동방신기, 원더걸스, 소녀시대, 빅뱅 등 2세대 아이돌들의 중국과 일
본 진출을 시작으로 K-POP이 세계로 나아간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방탄소년단 일명 BTS가 한국 가수 최초
로 UN 연설과 그래미 무대를 진출하는 등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K-POP 열풍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한류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은 한국 드라마, 한국의 배우들이다. 한국의 드라마는 세계 각지에서 방영되
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중국이다. 한국의 드라마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한국 배우들이 오히려 중국에서
더 유명한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송중기, 송혜교, 김수현, 이민호 등 한국의 배우들은 중국에서 이미 입지
를 탄탄하게 다져놓았을 뿐 아니라 중국의 CF나 영화 또는 드라마까지 찍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세
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킹덤으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국 화장품 또는 한국 화장방식이다. 한국은 화장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달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으로 여
행을 오는 해외 방문객들이 꼭 들리는 곳이 한국의 화장품 가게이며, 각종 유튜버들은 한국의 화장법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찍어 올리곤 한다. 한류의 유형은 무궁무진하며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가 너무나 크다. 한국의 음식, 한국의 패션,
한국의 건축물 등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흐름과 트렌드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있
다.

제 3장. 4차산업시대 마케팅과 결합한 한류 문화 마케팅 사례
제 1절. 국내 기업의 한류 문화 마케팅 사례
1. K-POP
VLIVE . 은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글로벌 스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다. 2015년 8월 1일 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
고, 그 해 9월 1일에 공식 오픈했다. 아티스트가 방송을 틀기만 하면 시청자들과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니
예능프로를 찍을 수도 있고 VLIVE에서 중요 이벤트를 알리거나 독점 티저 쇼 케이스 콘서트 현장까지 생중계할 때도 있다.
이 특수성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인터넷 방송과 여러 차이점이 있다. V LIVE는 슬로건이 ‘스타 레알 라이브’ 인 만큼, SNS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와 달리 아무나 사용할 수 없고 VLIVE에 등록된 유명인만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 배우, 스포츠
선수, 아이돌 스타 등 인기 연예인으로 구성된 채널 종류는 개이며 총 채널 수는 1,155개이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스타의 장르는 아이돌 라이브인데 전체 채널 중 아이돌 스타가 속해 있는 케이팝 채널 비율이 36%를 차지한다. 홈
페이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MUSIC’이 19%이다. 더욱이 아이돌 스타는 개인적인 SNS 이용이 금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팬들에게 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주고 있다. V LIVE 같은 소통 플랫폼은 팬들의 경우 스타의
개인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스타들은 정해준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더 솔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하
지만 아무리 공식적인 방송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소통 플랫폼들은 굉장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V LIVE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유명인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예로 한 스타가 자신이 출연하는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출연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자가 너무 많아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스타가 해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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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입고 나오는 옷, 스타가 방송을 진행하는 장소 혹은 스타가 방송 중에 언급하는 모든 대상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인터
넷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다. VLIVE는 네이버의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한 매개체를 키우기보다는 여러 주제를 같이 키
우고 정확한 타깃층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을 지향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를
타깃으로 하여 일상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까지 발굴하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아티스트별 채널을 나누어 수용자가 원하는 채
널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게끔 전문화된 채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모바일이라는 특성상 제작과 편성 등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활용하여 예능, 드라마, 쇼 케이스, 콘서트, 시사회, 영화, 드라마 등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플랫폼에 얽
매이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그중 케이팝 채널은 대중음악 중 아이돌 전문 채널 명칭으로 VLIVE 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현재 V LIVE는 네이버 메인에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여러 가수들의 컴백 창구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어 음악 업계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대중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VLIVE’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 ‘음악 미디어’ 가 아니라 이를 넘어 점점 글로벌 음악 미
디어와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좋은 예로 방탄소년단이 있다. 케이팝 아티스트인 방탄
소년단은 국내를 뛰어넘어 빌보드 차트 및 각종 해외 시상식을 노리는 글로벌 스타이다.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하지 않는 기
간에도 다양한 자체 제작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방탄TV에는 그들의
활동 비하인드 영상 방탄밤 과 각종 활동 영상들이, 블로그에는 멤버 개개인의 일상에 대해 말하는 브이로그가 비정기적으로
올라온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부터 SNS, VLIVE를 적극 활용해온 덕분에 유튜브 트위터 등에 어마어마한 양의 콘텐츠들이
산재되어 있다. 한국의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해외 팬들도 큰 수고 없이 덕질(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또는 유명인들
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여 팬질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수집하거나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팬들이 직접 영상
과 사진을 재편집하여 2차 저작물까지 올리는 바람에 다른 팝 아이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방대한 콘텐츠를 쌓아놓게 되었다.
즉, 방탄소년단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다 보면 파도 파도 끝이 없이 나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다. 방탄소년단은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 결과 전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슈퍼스타로 자리 잡게 되었으
며,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걷어드린 100인 중 47위에 올랐다. 유튜브 수익은 월 약 ￦452,344,053 정도로 국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탄소년단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장악이라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얻게 된다. 현대 사회는
플랫폼 사회다 현대의 모든 IT 기업들은 고객의 눈과 귀를 잡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고객의 시간을 장악하고 접하는 통
로를 얻은 기업이 결국, 모든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은 K 글로벌 팝 팬에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용한다. 글
로벌 청소년, 특히 소수 집단 고객들은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통해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들은 방탄소년단
이라는 구심점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마음껏 발산했다. 이것은 단순히 방탄소년단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콘텐츠 때
문만은 아니다. 그 콘텐츠 외에도 팬들과의 소통 팬과 팬 사이의 소통, 2차, 3차 콘텐츠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다. 방
탄소년단은 현대 플랫폼 기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방탄소년단은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기까지 앞서 설명한
타이밍, 타겟팅 완전완비제품을 갖추고 마지막으로 화제성 전과에 온 힘을 쏟았다. 세계 시장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해 도미노를 끝까지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현대의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걸어왔던 방식과 유
사하다.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얻고 입소문이 타서 세계를 정복할 때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경영학적 관점에서 살펴보
자면, 오늘날은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업만이 승리하는 세상이다. 소비자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더 많은 소통
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이 공감대는 곧 기업의 수익 증대로 나타난다.
또 다른 기업은 ‘1theK’ 2014년 2월 카카오M에서 론칭한 1theK’ 이다. 음원 사이트 멜론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M에서
글로벌 케이팝 대표 채널을 목적으로 K팝 콘텐츠를 전 세계 팬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대부분의 영상
에서 영어 자막을 제공한다. 론칭 5개월 만에 채널 영상 조회 수 10억 뷰를 달성했고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누적 조회
수 17억 뷰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뮤직비디오 쇼케이스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취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
이며, 올라간 콘텐츠의 수만 하더라도 1만 개가 넘는다. 그러나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 음악산업의 트
렌드를 바꿀 수는 없다. 1theK 기존 방송사의 콘텐츠와 별반 다를 것이 없던 는 자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다. 현재
1theK는 팬들을 찾아가 깜짝 공연을 펼치는 ‘Run to you’, SNS ‘ASK에 올라온 질문에 아티스트들이 답을 해주는 IN A
BOX’ 등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활약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핵심 콘텐츠는 1theK 자체 웹 예능 콘텐츠 차트 밖 1위 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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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밖 1위 는 멜론주간 차트 Top 100에 들지 못한 곡들을 소개하는 큐레이션 예능 프로그램으로 멜로망스가 출연한 이후
차트 역주행을 하여 화제가 되었다.

2. K-MEDIA
현재 CGV는 국내 확대보다 해외 진출과 국내 품질 있는 영화의 지속적인 글로벌 지원이라는 방 향에 따라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해외 시장에 맞추고 있다. 특히, CJ는 그룹 차원에서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를 아시아 전역에 확산하기 위한 전
진기지로 CGV를 중국에 적극 진출시키고 있다. CGV가 한류 증진을 위한 지역으로 중국 시장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은 이유
는 크게 다음과 같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표준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역사, 가치관 등 다양한 문화적 속성에 따
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와 가장 비슷한 문화권을 유지하면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을 영
위하고 있는 중국은 훌륭한 영화 플랫폼의 교 두보가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드라마와 K-POP이 가
장 많이 호응을 받고 국내 배우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 역시 중국이다. 한류 선호도가 높고 영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
로 늘고 있는 지역이 중국이기에 CGV는 다른 국내 기업들에 비해 먼저 해외 진출의 방향을 중국을 초점으로 한 아시아 전
역 확산이라는 모토로 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CGV는 중국에 서 3년 연속 69%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영화관 박
스 오피스 10위권 안에 안착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철저하게 영화 관객이 ‘TV로 시청할 수 있는 작품’과 ‘영화관에 직접
가서 봐야 할 작품’으로 작품을 구분하고 스크린의 크기에 유난히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 즉, 영화관의 스크린 사이즈가 클
수록 관객들이 더 많은 선호를 보내는 것도 중국 관객의 특징이다. 블록버스터, SF 영화 등을 중국 관람객들이 좋아하기에
CGV는 아이맥스 영화 외에 자사의 강점인 4D 플렉스 영화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중국 관객들이 영화 관람 외에 바람, 흔들
좌석 등 다양한 오감을 경험하도록 유도했다. 경영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관객이 한번 영화를 보고 떠나는 플랫
폼이 아닌 한류와 국내 문화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라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콘텐츠 기반 독점
적 경쟁력을 중국 시장에 안착시켜, 중국 관람객들에게 ‘CGV = 한류’ 라는 등식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CJ E&M은 2011년 3월 영화 및 공연부문 CJ엔터테인먼트, 방송부문 CJ미디어와 온미디어, 음악부문 엠넷 미디어, 게임부
문 CJ인터넷 총 5개 기업이 흡수합병된 국내 최대 규모의 E&M(Entertainment & Media)기업이다. 국내 전체 광고 시장에
서 이미 디지털 매체 비중이 30%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모바일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기에 디지털 사업은 콘
텐츠 분야에서 반드시 진입 및 성장해야 할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 CJ E&M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인프
라 확대를 디지털 사업의 핵심 방향으로 잡고 먼저 모바일 메신저, 포털, 글로벌 OTT (Over The Top)등 과 협력해 디지털
플랫폼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OTT란 “Over the X’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기존 사업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서비스 및 상
품을 뜻한다. 이중, 문화콘텐츠 산업 방송통신 영역의 OTT 서비스는 셋톱박스(Set Top Box)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CJ E&M은 쇼미더머니4, 두 번째 스무살 등 TV 콘텐츠와 신서유기를 포함 디지털 콘텐츠 확대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판매의 방송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켰으며, 전반적으로 둔화된 TV 광고 대비 디지털 광고, VOD 판매 등 디지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기타 매출이 전년대비 67% 상승하는 등 하나의 원천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로 연결시키는 창구효과를
더 많이 창출시키고 있다. 2018년 국내 전체 광고 시장 규모가 12조원인데 이중 디지털 매체 비중은 1/3로 전망되며 중국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 17조원 중 모바일 광고 비중이 47%라는 점 을 감안할 때, CJ E&M이 오프라인 중심이 아닌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선도 포지션을 선제적으로 포착, 지금까지 안정적인 디지털 콘텐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J E&M의 Channel M을 통해 방영된 ‘WIN’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조회 수가 1회당 백만을 돌파하는 기록
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한, 2013년 6월 중국에서 개봉한 ‘이별 계약’은 한중 합작으로 중국에서 한 달간 370억이 넘는 수익
을 창출하기도 했다. 국내 영화가 원작을 토대로 기획/제작한 ‘이별 계약’은 중국 관객들이 최루성 멜로를 선호한다는 점을
착안해 후반부 내용을 중국 관객들이 원하는 스토리로 변경하여 국내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CJ E&M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바로 ‘범 글로
벌’ 콘텐츠 제작/기획이다. 2013년 국내와 유럽에서 흥행한 설국열차는 기획 초기부터 국내와 아시아를 넘어 미국 및 유럽
까지 전략적 반경에 포함하여 진행되었고 상당 부분을 국내와 해외 자본을 토대로 진행하여 글로벌 차원의 기획으로 진행되
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대사를 영어로 반영하였고 주연 배우까지 크리스 에반스, 틸다 스윈튼 등의 할리우드 배우로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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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CJ E&M이 초기부터 범 글로벌 차원으로 기획한 설국열차는 결과적으로 국내 개봉 전 이미 167개국에 선 판매되는
국내 영화 최고의 해외 실적을 거두었고, 제작비의 절반에 해당되는 200억 이상을 해외 수출로 벌어들였다. 특히, 프랑스에
서 가장 높은 해외 흥행 실적을 기록, 국내에서 기획/제작한 범 글로벌 콘텐츠가 실제로 미국 및 유럽에 통할 수 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CJ의 두 번째 전략인 ‘글로벌 전략’은 한류를 확산하는데 보다 직접적인 CJ E&M의 콘텐츠 제작 전략인데 국내 한류의 장
점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정서에 맞는 콘텐츠를 현지에서 제작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CJ E&M은 중국을 초기
거점으로 삼아 공동 제작을 활성화했는데 2009년 영화 ‘소피의 연애 매뉴얼’ 공 동 제작투자에 이어 ‘아지녀인심(我知女人
心)’에 부분 투자를 진행하였고 앞서 언급한 ‘이별 계약’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공동 작업,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연부문의 경우, 중국은 2020년 시장 규모가 무려 3조원 이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
를 대비하기 위해 CJ E&M은 6년 전 중국 문화부 산하기관과 합작해 공연기획사를 설립, 공연 부문에서의 장기적 협력관계
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tvN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진출시켜 각종 오디션을 한중 공동으로 제작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
다. 대표적 예로는 tvN의 주부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디바’ 가 중국에서 공동 제작 및 기획을 거쳐 ‘마마미아’이라는 프로
그램명으로 방송, 중국 케이블 채널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3. K-Food
우리나라 외식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991년에 시작된 해외 진출은 이후 15년간 44개 업체
가 221개의 해외매장을 개설하는 정도로 느리게 전개되었지만, 2005년부터 한식 위주로 해외 진출이 확대하면서 2010년에
는 50여개 기업이 약 1천 개의 해외매장을 운영할 만큼 성장하였다. 교통의 발달은 인류의 다른 문화에 대한 탐색과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주었고 그 여정 가운데 맛본 독특한 민족음식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우리 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한식 세계화의 방향을 우리나라 식품 관련 제도 및 사업의 유형으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식품 관련 제도 및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는 식품 안전 정책이다. 두 번째는 산업 진
흥 정책, 세 번째는 농업 연계 정책이다. 이 가운데 한식 세계화는 산업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식 메뉴개발, 한식 표준화, 단순화 등 연구, 세계화의 추진체계 마련(한식 세계화 재단 등), 한식의 우수성 규명 및
홍보, 표준 한식당 연구 및 자율적 한식당 인증 지원, 국내외 한식 교육기관 설치 및 육성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한식 세계
화 비전과 추진 전략이 국내적 (Inbound) 전략과 국외적(Outbound) 전략으로 나뉘며 품목별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
획임을 설명한다. 국내적(Inbound) 전략은 한식 산업 기반 구축 프로젝트, 한식 요리 명장 프로젝트, 스타 한식당 프로젝트,
한식 체험 기회 확대 프로젝트 등이다. 국외적 (Outbound) 전략은 한식 세계화 R&D 프로젝트, 국산 식재료 공급 시스템 구
축 프로젝트, 한식 이미지 UP 프로젝트, 한식 문화 알리기 프로젝트, 한식 브랜드 100 프로젝트 등이다. 위의 정책 가운데
한식 브랜드 100프로젝트의 목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적인 한식 브랜드 100개를 육성, 추진하고자 하며 프랜차이
즈 사업 50개(1개당 20점포, 총 1천개)와 일반 식당 50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 세계의 주요거점 도시인 동경, 북경, 뉴욕,
LA, 파리 등 5대 도시를 거점으로 점차 시장을 확대하되 현지화 된 메뉴와 경영기법을 발굴, 확산하고 현지인 대상 경영을
하고 있는 현지화 된 식당을 중점 지원한다.
(주)놀부는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1992년 코리안 레스토랑 놀부 매장을 오픈하고, 1993년 코리안 레스토랑 (주)놀부 LA
지점을 오픈하였다. 2006년에는 업계 최초로 로열티를 받고 일본에 브랜드를 수출하였고, 중국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직
접투자 방식으로 북경에 놀부 항아리 갈비를 선보였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놀부 항아리 갈비 프랜차이즈와 500여 평의 대평 프리미엄 한정식 레스토랑 ‘수라온’을 개점하며 현지인과 외국인
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한식의 맛과 멋을 전파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오차드로드에 글로벌 브래드인 ‘놀부 항아리 갈
비’를 진출시켰다. 싱가포르 놀부 항아리 갈비 1호점은 명품 브랜드가 밀집해있는 쇼핑의 중심지 ‘오챠드로드’에 입점됐다.
정부 주도로 지어진 대형 쇼핑 타운의 식당가이며 85석 규모로 정부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오챠드로드
1호점을 필두로 하여 싱가폴 동서남북 외곽으로 추가 진출할 계획이며 싱가포르에서의 성공모델을 통해 가까운 나라인 말레
이시아와 베트남까지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주)놀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를 해외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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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의 문화에 맞는 ‘한국의 맛과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해외 진출 전 현지법인을 설립해 2년간 전문 인력
을 파견하여 현지의 식생활 문화, 선호 메뉴, 상권 등 시장 상황을 조사하고, ck공장과 물류 유통망, 법률적 문제등을 검토
했다. 각 나라 사람들의 문화 코드에 맞는 현지화 전략과 음식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전통 한식을 고집하기보다 현지 기호에
맞는 소스와 음료를 다양한 분야의 조리전문가가 참여해 개방하고 메뉴를 다양화했으며 전통적인 한국의 맛을 고집하면서도
디자인과 서비스는 철저히 현지화를 추구해 한국 전통음식 문화와 글로벌 문화를 접목하였다. 핵심재료 노하우를 통한 식재
료의 글로벌화가 관건이며 현지인에게 친근한 인테리어, 그릇, 집기의 차별화 및 불고기, 김치를 제외한 한식 창작 요리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한식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현지 조리사를 파견하여 품질과 정체성을 유지하였으며, 고급 실내
장식과 식품위생시설에 대한 투자로 한식의 브랜드 고급화에 힘썼다.
미스터피자는 수년간에 걸친 철저한 시장조사와 상권분석을 통해 최적의 매장 입점 위치를 선정하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
는 메뉴개발과 현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 및 매장실정에 맞는 마케팅 활동 등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의 유통물류 채널을 확보하여 북경과 천진의 지점은 100% 현지 재료를 활용하도록 하
였다. 미스터피자는 담백한 한국형 피자에 고객 밀착 마케팅을 접목하였고 현지 재료를 활용한 만큼 한국형 브랜드에 현지의
특색을 입힌 고객의 입맛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미스터피자만의 이미지를 투영시킬 수 있었다. 국내업계 매장 수 1위
에 오른 위력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통해 해외에서의 입지를 발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2004년 1400억 매출에서 2009년
3900억 매출로 수직상승하게 된 요인이 ‘여성마케팅’에 있다는 점을 보아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함에 있어서도 일관된 마케팅
을 유지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맨해튼을 출발하여 일본 열도를
거쳐 한국에 상륙한지 17년이 지나 현재는 국내외에 300여 개에 매장과 물류 기지, 콜센터, 연수원을 갖추고 수천 명의 직
원과 함께 최고의 토종 피자 외식업체로 성장하였다.

4. K-Diplomacy
문화는 교류하는 상대국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한 국가의 문화
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되면 그 나 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설
립 당시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는 ‘개발도상국’, ‘분단국가’ 등 비호감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재단은 국제사회에 한
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어·한국학 진흥사업, 문화예술 교류사업, 해외 저명 인사 초청 등 다
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한국의 소프트파워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외교 집 행의 핵심적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2002년 ‘역동 한국
(Dynamic Korea)’, 2007년 ‘찬란한 한국(Korea Sparkling)’, 2012년 외교통상부는 ‘매력적인 한국(Attractive Korea)’ 그리
고 가장 최근인 2014년 7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관광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당신의 한국을 상상
하라(Imagine your Korea)’로 설정했다. 다양한 문화적 매력을 가진 한국에 대해 외국인들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한국을 경
험하고 당신만의 한국을 꿈꿔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국가브랜드’는 한 국가에 대한 인지도, 호 감도, 신뢰도 등 유형
및 무형의 가치들을 총합한 것으로서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 기업과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인으로부터 호감과 존중을 받을 수 있었다.

제 2절. 4차산업시대 한류 문화 마케팅이 기업에 주는 영향
1.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경기대학교 석사 권주안이 쓴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 자료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첫 번째, 문화 마케팅 유형 중
문화판촉이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문화 혜택 제공, 이벤트 홍보, 디자인 활용 등으로 인하여 기업 이
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문화기업이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또한 기업
으로부터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제공 받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으로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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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반면 문화 마케팅 유형 중 문화지원과 문화연출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문화판
촉과 문화기업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문화 마케팅 유형이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에서는 문화판촉과 문화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연출과 문화기업은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도출은 문화판촉과 문화기업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며 문화 마케팅 유형 중 문화판촉과 문화기업만이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기업 이미지가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특성들의 영향으로 형성된 기업 이
미지는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문화 마케팅의 문
화판촉 유형과 문화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업 이미지 형성은 마케팅 이미지(소비자와의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
와 기업 행동 이미지(좋은 품질과 적정 가격을 통한 제품 공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 박강희 박사의 논문에는 “기업의 문화 마케팅이 기업 아이덴티티를 매개로 하는 경로가 기업 이미지와 러브
마크, 브랜드 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문화 마케팅을 인식하고 바로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해 알고 난 후,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라
고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이익상승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은 곧 기업의 이익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광고와 홍보의 수동적이며 소비적인 커뮤니
케이션 방법보다는 적극적이고 고객지향적인 방법인 문화 마케팅을 이 시대의 소비자들은 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광고 홍보의 방법은 소비자가 마케팅을 접하는 단계와 제품을 만나는 단계의 비효율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광고비용과 홍보
비용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며 철저히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광고를 회피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광고는 보기도 싫어하며 그 광고로 인해 그 기업의 이미지
까지 나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마케팅은 마케팅 단계에서 고객 감성충족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 제품사용단계에서도 광고와 홍보 단계보다
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드러난다. 즉, 문화 마케팅은 일방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광고나
홍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고객이 원하는 문화 마케팅 방법을 찾아 고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문화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처럼 오로지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마케팅이다 보니 소비자들은 그것에 이끌릴 수 밖에 없고 결국, 계속해서 그 기업을 찾게 되며, 기업의 재방문율이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한 기업의 제품만을 찾게되고 재방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익증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류를 활용한 문화 마케팅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로 무역을 진행하여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
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 4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오늘날 마케팅은 단지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는 수단이 아닌 상품을 만들어 내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와 기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시켜주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과거 마케팅은
그저 상품에 대한 홍보가 다였다면, 현재는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문화 마케팅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문화 마케팅이란 기
업이 문화를 매개로 하여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갈수록 증가되는 소비자들의 니
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다. 기업들의 문화 예술 지원 금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각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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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업에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 마케팅의 유형으로는 문화판촉(Sales), 문화 지원(Sponsorship), 문화연
출(Synthesis), 문화기업(Style), 문화 후광이 있다. 기업들이 문화 마케팅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마케팅보다 소비자들
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
기업은 그에따른 여러 이익들을 얻을 수 있다.
한류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많은 기업들은 한류를 통한 문화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K-POP을 활용한 문
화 마케팅으로 V LIVE라는 미디어를 만들어 한국의 여러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
간을 만들어 해외 팬들도 한국의 아티스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고, 유튜브와 각종 SNS의 발달로 인해 한국의 수많은 아티
스트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이 있었다.
한국의 미디어 마케팅의 예로 CGV는 중국에 서 3년 연속 69%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영화관 박스 오피스 10위
권 안에 안착했다. 국내에서의 콘텐츠 기반 독점적 경쟁력을 중국 시장에 안착시켜, 중국 관람객들에게 ‘CGV = 한류’ 라는
등식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또 다른 예로 CJ E&M의 ‘범 글로벌’ 콘텐츠 제작/기획을 활용이 있었다. 범 글로벌 차원으로 기
획한 설국열차는 결과적으로 국내 개봉 전 이미 167개국에 선 판매되는 국내 영화 최고의 해외 실적을 거두었고, 제작비의
절반에 해당되는 200억 이상을 해외 수출로 벌어들였다.
정부는 한식의 세계화 비전과 추진 전략을 국내적 전략과 국외적 전략으로 나뉘어 품목별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
에 있으며, 한국의 음식인 부대찌개의 대표 기업 놀부 부대찌개는 해외에 진출하면서 각 나라에 맞는 마케팅을 실시하여 한
식의 다양화를 추진하였다. 미스터피자는 여성마케팅을 내세워 해외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현재는 국내외 300여개
의 매장과 물류 기지, 연수원을 거쳐 수천면의 직원과 함께 최고의 토종 피자 외식업체로 성장하였다.
한국 외교와 관련된 문화 마케팅으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진행하는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
한 노력으로 한국어·한국학 진흥사업, 문화예술 교류사업, 해외 저명인사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노력이 있었다. 이 노
력으로 국가 브랜드를 형성하였고, 국가 브랜드는 한 국가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신뢰도 등 유형 및 무형의 가치들을 총합
한 것으로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 기업과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인
으로부터 호감과 존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 마케팅으로 인해 기업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여 기업의 이익 증대로 까지
이어지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앞으로의 마케팅은 더 이상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파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문화 마케팅과 4차 산업 시대
의 매체들이 결합을 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도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미래의 마케팅은 더 이상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더욱 깊이 파악하고 그들을 어떤식이 든지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더욱 발
달할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새로운 마케팅 컨셉, 문화적인 색을 띄어야 할 것이
다. 소비자들은 광고와 홍보를 원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이제 그 기업이 얼마나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혀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고려해 내는 것이 모든 기업들의 숙제로 남을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로 인해 앞으로 마케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나타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본 연구 내용은 대부분 선행 연구물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창의성과 독창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구주제 특성상 직접 연구 계획과 연구 수행 과정을 세워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의미 있고
좋은 연구이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두 번째, 선행 연구물 중 발행 연도가 오래된 것이 있어 신뢰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점이 있다.
세 번째, 연구의 내용 중 저자의 개인 생각이 들어가는 등의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선행 연구물의 연구 결과에 대한 모든 한계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물의 내용을 참고하다 보니
그 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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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송세영 선생님

1. 탐구주제 : 아두이노 소스코드 분석
2. 탐구기간 : 8월 3일 ~ ８월 5일
3. 탐구과정
1) 분석 할 아두이노 소스 코드 찾기
2) 아두이노 연결 하기
3) 소스 코드 분석 및 사용 된 함수 알아보기

4. 탐구내용
1) 분석 할 아두이노 소스 코드 찾기 – LED 깜빡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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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두이노 연결 하기
3) 소스 코드 분석 및 사용 된 함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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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구결과
신호를 출력할 핀 번호를 변수로 설정해야 아두이노에 업로드하는 데에 오류가 없다. setup 함수는 프

로그램이 시작할 때 한 번만 실행하는 함수이다. loop 함수는 setup 함수가 실행된 후에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함수로,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시간의 단위는 미리 초(millisecond, ms)를 사용하고, 이는

천 분의 1초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1000을 입력하면 1초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두이노 활동을 하면서 일반적인
코딩과는 다른 아두이노만의 특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결과를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로를 연결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python이나 java, c언어 같은 경우는 배우는 과정도 길고 이해하기 위해 많은

것을 알아야 했지만 아두이노는 간결한 언어들로 나열되어 있어서 코딩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적게 들었다. 그래서
컴퓨터 언어에 미숙한 우리에게 적합한 활동이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loop 함수와 setup 함수의 개념만 알아도

LED를 깜빡일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하면 아두이노로 소리 내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회로도 충분히 코
딩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LED 깜빡이기에서 활동을 마쳤지만 추후에 다시 모여서 다른 부품을 구입해서
회로를 연결해보고 이런 회로에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하는지 아두이노를 좀 더 공부한 후에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두이노는 1학년 때 수행평가로 간단하게 주어진 상황에만 해결했었지만 서로가 코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난

후에 다시 모여 활동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활용된 함수에 대해 이해를 하지 않고 무작정 사용하기만 했었는데 공
부를 하고 사용된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함수들의 활용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록 이번 활

동이 1학년 때 했었던 활동이지만 짧은 코딩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컴퓨터 언어들을 두려워
하지 않고 활용해보며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경험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좀 더 어려운
python, java, c언어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들을 배워보고 이 언어들을 미래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222

향일고등학교

3학년 보고서

창의 키움 보고서
학번 : 30211 신현철 30218 조민우
선정 주제 : 2020년 장마철 일기예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보 확률

선정한 이유
강수예보를 할 때 강수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률을 정하는지 궁금해서 선정하였고 강수예보 시
인근 지역에서 강수 확률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조사하고 싶었고 강수예보를 할 때 확률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생각
되는 지를 조사하여 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강수량 특징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900~1800mm으로 분포되어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진다, 그리고 같은 위도에 있는 도
시는 서쪽보다 동쪽이 강수량이 높다. 그리고 여름철 강수량이 전체 강수량의 50~70%를 차지한다.

북쪽이 왜 강수량이 작은가?
북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증발량이 남쪽지방보다 적어지기 떄문이여서 구름을 상대적으로 만들기 어렵습
니다. 그리고 남쪽은 북쪽에 비해 산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고 가뭄이 오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강수확률이란?
특정시간 내에 강수예보지역의 임의지점에서 측정강수가 있음을 확률적으로 정의하여 나타낸 값이다 그리고 주어진 지역
내에 속하는 모든 지점에서 0.1mm 이상의 강수가 3시간 내에 내릴 평균 확률이다.

강수확률을 예측하는 방법
강수확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MOS모델을 사용한다. MOS모델은 과거의 자료로부터 통계적인 관계식을 산출
한 후, 실제 예보에서는 수치예보자료에 예보식을 적용하여 MOS 예보값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보하게 된다.
그러나 MOS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의 수치예보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에 수치예보모델이 변경될
때마다 MOS 모델을 재개발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지역별로 강수량이 차이가 나는 원인
지역별로 강수량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우리나라가 지형이 울퉁불퉁해서 강수량 차이가 난다. 또한 지역적으로 발생하여
먹구름이 성장해서 강수량이 차이가 날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에서 푄 현상으로 구름이 발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장애물들이 존재하면 강수량이 차이가 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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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예측 분석

위 사진 : 8.3일 9시 일기도

아래 사진 : 8.3 21시 일기도

왼쪽에 있는 사진은 8월 3일 오후 18시~24시 예측이고 오른쪽은 오전 0시부터 6시 사이의 강수량 예측 사진이다.
2020년 8월 3일 21시 우리나라 부분 일기도 사진
3일 0~6시와 18시~24시에는 매우 강한 비구름이 북동쪽 방향으로 먹구름이 이동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래서 수도권지역에 대부분 많은 강수량을 예측하였다. 18시~24시에는 인천지역과 경기 서
해안지역, 강원 영서지역이 가장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천과 경기 서해안 지역은 직접적으로 먹구름이 유입
돼서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면 경기동부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데 그 이유는 경기 서해안, 인천에서
비를 퍼
붙고 강도가 약해진 채로 경기 동부로 비구름이 이동하기 때문에 경기 서부보다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것으로 예측하
였다. 그러나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다시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비구
름이 발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강수량이 많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0시에서 6시까지는 18시에서 24시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에서 비구름이 유입될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은 경기도 보다 강수량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이유는 경기도보다 서울 주변이 건물같은 장애물들이 많고 구
름들이 푄 현상이 일어나기 적합하지 않는 장소이다. 그러나 경기 북부지역은 산간지역이 많아서 푄 현상이 일어나기 적
합하고, 경기 남부지역은 지형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곳곳에 구름이 생성할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보다 경기도가 예상 강수량이 많다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강원 북부 영동지방은 푄 현상으로 인하여 비구름이 서쪽
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구름은 강원 영동(동해안)지역에 도달하였을 때 매우 약해진다. 그래서 강원도 영서지방
이랑 영동 지방이랑 예상 강수량이 많이 차이 난다고 예측하였다.

실제 사례 분석(1)
주요지점 강수량 현황 (2020년 01일 18:00부터 03일 22:00 현재, 단위: mm)
- 서울.경기도: 일죽(안성) 397.5 대신(여주) 339.0 모가(이천) 337.0 신서(연천) 312.0 외서(가평) 303.5 백암(용인) 296.5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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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광주) 286.5 광릉(포천) 256.5 도봉(서울) 223.0 서울 139.6
- 강원: 동송(철원) 296.0 남이섬(춘천) 289.0 영월 254.9 상서(화천) 240.0 신림(원주) 231.5 신동(정선) 199.0
- 충북: 엄정(충주) 400.0 영춘(단양) 318.5 백운(제천) 314.5 위성센터(진천) 242.5 충주 122.3 청천(괴산) 121.5 상당(청주)
121.5 단양 112.0 증평 110.5
- 충남: 성거(천안) 285.0 송악(아산) 282.5 예산 144.5 서산 137.2 홍성 124.7 공주 98.5 세종전의 92.5 청양 91.0 태안
82.5
- 경북: 봉화 167.8 부석(영주) 112.0 마성(문경) 112.0 금강송(울진) 106
출처 : 기상청
실제로 경기도는 안성, 강원도는 철원과 충전, 충청북도는 충주와 단양, 충남은 천안, 경상북도는 봉화가 강수량이 많았다.
비가 많이 온 지역의 특징들은 지형이 울퉁불퉁 하거나 산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많게는 100mm정도 많이 온 것이다. 이번 장맛비는 비구름이 짧은 폭의 남북으로 띠어서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렸지
만 추가적으로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비가 한순간에 쏟아진 곳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 사례 분석(2)

통상 장마전선은 남북 방향으로 오르락내리락하지만 2017년 장마철 초반엔 평상시와 달리 중북부 지방(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지역)에 한동안 고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북상하는 힘이 강한 데다 때마침 발생한
제3호 태풍 '난마돌'까지 장마전선을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마전선이 일직선 모양으로 중북부 지방에만 걸치면서 수도권 등지에 폭우를 쏟아부은 반면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엔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린 것입니다. 다만 남서쪽에서 한반도로 유입된 따뜻한 공기가 소백산맥에 걸리면서 이
일대에 비를 뿌려 T자형 패턴이 형성됐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소백산맥으로 인하여 강제로 상승하면서 대기 상공의 수증
기가 응결하면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160mm, 홍천은 251mm, 청주는 158mm의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지
만 반면 충남북부, 충남북부내륙지역은 군산이 19.3mm와 같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게 관측되었고 특히 목포
는 3.1mm, 대구는 4.7mm로 장마와 무색하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전남 여수와 경남 의령은 1mm도 안 되었
다.
그리고 장마전선이 밀려올려진 근복적인 원인인 태풍이 일본으로 빠져 나가자 장마전선은 남하를 시작했지만 국지적 폭우
양상은 여전했답니다.
2017년 7월 4일날에는 부산에 밤 10시까지 120.7mm가 쏟아졌지만 구미는 5.3mm, 대구는 0.3mm만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강수량이 측정되고 난후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는 장마전선 자체가 약화한 데다 특정 지역에만 비를 뿌리는 현상이
이어져 남부 지역이 고르게 가뭄 해갈이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지역별로 차이가 큰
사례가 T자형 장마철 강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수 확률, 보안 할 필요가 있는 점은?
강수확률은 과거의 사례를 이용하여 예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수확률에 기반한 기상청의 비 예보는 정확하다 부정확
하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아무리 높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기상이 변수가 일어날 수 있기에 100% 적중할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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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수확률의 문제점은 바로 지역적인 문제점이다.. 이번 장맛비가 강수확률, 강수량이 많이 빗나가는 대표적인 사례
이다. 이번 장맛비(7.30~현제)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지역들은 비가 온다고 하였는데 비가 안온다
고 해서 기상청이 계속 오보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2020년 8월 5일와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지역이
강수량이 70~90%로 예보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영서지역에만 많은 강수량이 측정되고 경기남부, 서울 대
부분지역은 거의 강수량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차를 줄이고 더 정확한 예보를 위해 예보의 모델을 수정해나
가면서 오차를 줄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별로 예보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상 자료 측정하
는 것을 시보다 더 작은 단위인 면단위인 지역별로 측정을 해서 지역별 오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강수확률의 특성상 강수확률이 50%에 근접하게 예측하게 된다면 그 예보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강수확
률이 50%로 나온다면 일반 시민들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시민들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 지를
각자 판단하라고 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데이터를 많이 측정해서 많은 데이터
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강수확률, 사람들의 인식
강수확률(p)은 평균 지점 강수확률로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p

주어진 지역내에서 강수현상이 관측된 지점수/주어진 지역내에 속한 총 개수

기상 데이터를 축적 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기상을 예측한다 그래서 기상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예측의 정확
도는 올라간다. 사람들은 강수확률을 어떻게 인식할까. 대부분은 오늘 우리지역에 비가 올 확률로 알고있다. 그렇다면 사
람들은 강수확률을 어떻게 느낄까. 강수 확률이 50% 일때와 60%일 때 사람들은 똑같이 느낄까. 60% 일때 사람들은 우산
을 가지고 갈 확률이 둘 다 높다. 일기 예보를 신뢰하거나 혹은 비를 맞는 것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이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60% 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가져갈 것이다. 하지만 10%라는 차이가 있지만 큰 변
화가 없을 것 이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않을 것 이다. 강수 확률에 대한 생각은 각각 개인차가 있을 것이
다 각자의 생각대로 우산을 가져갈 것이다.

더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
우리나라 장마가 요즘에 변동이 심한거 같다. 그래서 장마의 변화의 추세를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싶다. 그리고 장마가
생기는 이유, 오흐츠크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의 싸움 말고 다른 요인이 있는지 더 연구해보고 싶어졌고, 왜 우
리나라 근처에 생기는지도 궁금해졌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대부분 상층은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상층과 지층의 기압 분포
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해져서 더 연구해보고 싶다. 그리고 키 큰 고/저기압 등을 더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싶다.

프로젝트를 하고 난후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 아쉬웠던 점, 성장한 점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점은 강수확률을 예보할 때 MOS모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쉬운
점은 MOS모델을 사용하는 원리까지 분석하고 싶었었지만 어려워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숴웠다. 그리고 지형차이로
인하여 생각보다 많은 강수량 차이가 난것에 대해서 놀라웠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별로 강수량 등 기상이 다를 때가 많
은 것 같아서 지역별로 더 자세하게 예측하면서 예보하고 싶어졌다. 그 다음으로는 일기도를 해석하면서 일기도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생소한 기호들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전문적인 일기도를 해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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